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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단호박 생산을 위한 적정 수확시기 및 토양수분 관리기술 160

포복재배용 과실 유인장치 및 받침대 이용 박과채소 상품성 증진 기술 161

남부지역 딸기 촉성재배를 위한 국내 육성품종의 정식적기 구명 162

만풍배 과피색 향상을 위한 봉지 개발 163

최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주지연장지 이용 및 간벌기술 164

포도 캠벨얼리 품종 숙기판정용 칼라차트 개발 165

시설재배시 포도잎 시들음증상 방지 대책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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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세티아 품질향상을 위한 보광재배기술 168

분화류에 유용한 적정 유색 차광망 선발 169

국화 대량 채묘를 위한 모주관리기술 및 적정 육묘기간 170

배 과수원 반명거 배수시설 설치에 의한 근권 환경 개선기술  171

시설재배지 여름 휴한기 녹비작물 이용 기술 172

밀기울과 쌀겨를 이용한 토양관리기술 173

고온수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연작 토양 살균 기술 174

오이 온실가루이의 방제 밀도 수준 설정 175

고품질 감자의 지속적 생산기술 개발  176

고랭지 원예농가 소득증대 기술 개발 178

고랭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180

고랭지 친환경 농업현장 실천 기술 개발 182

고랭지 여름배추의 청정 재배기술 개발 18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기술 개발 186

수입대체 신소득 난지과수 생산기술 개발 187

난지권 수출유망 채소작목 개발 188

감귤원 공익적기능 평가 및 친환경 양·수분 관리기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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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감귤”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수확 후 종합관리체계 확립 190

자연재해, 첨단 농업기술로 이겨낸다 191
미생물을 이용한 들깨·참깨 등 소립종자 코팅접종제 개발 192

벼 이삭마름병 발생원인 구명 및 방제약제 선발 193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시설하우스 구조보강 요령 194

사과, 배의 최근 30년간 만개기 변화 195

기후변화 협약대응 난지농업 적응기반 구축 연구 196

기계가 머리를 굴린다 197
벼 병해 저항성 유전자 초정밀 핵산표지인자 개발 198

벼 병해 저항성 정밀검정 방법 개발 199

국산콩 품종 신속 판별기술 개발 200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등숙기 물관리 기술 개발 201

대규모에 적합한 트랙터 부착형 벼 담수조파 재배기술 개발 202

분자마커 및 형태특성을 이용한 GAP 작물의 기원판별 기술 개발 203

녹채콩 콩나물과 황자엽 녹화 콩나물 육안 간편 구별법 개발 204

비린내 안나는 콩 관련 효소의 신속 간편 식별법 개발 205

농업토양자원정보 DB화 및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206

새만금 유역 수질 최적관리를 위한 GIS 환경자료 구축 207

농가보급형 내재해 자동화 하우스 모델(1-2W) 208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 KS규격 개정 209

인삼 해가림시설 내재해 모델 210

온풍난방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기술 211

논 물관리용 자동물꼬 212

승용이앙기 자동 직진 시스템 213

논 중경제초기 214

벼 상온통풍건조 겸용 저온저장고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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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작업공정별 운영기술 216

자주식 양파 수확기 217

분 상토충전 관수장치 218

청예사료 수확 ∙ 운반 장치 219

직립식 케이지내의 산란계 감시시스템 220

악취탈취장치의 축분발효장 적용효과 221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침전고형물 제거장치 222

홍로 사과 예냉·저온저장 및 이슬맺힘 방지 기술 223

포도 세척·살균 시스템 224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SPR 바이오센서 225

식품 이물질의 신속 검출 기술 226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227

인터넷을 이용한 적정 농기계 선정 및 정비기술 정보제공 228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229

농업기계 표준 규격(KS) 개선 230

토마토 무가온 재배시 경제적인 야간습도 경감기술 231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 기술 232

난지농업연구소 개발기술 현장접목연구 확대추진 233

농촌, 이제는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 235
농촌어메니티 자원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활용(3유형) 236

농촌 노인의 건강장수 활동 프로그램 활용 238

농촌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메밀 부가가치 증대 연구 240

이제는 웰빙이다.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 241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DB 및 책자 활용 242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한 화훼식물 이용 244

실내습도 향상과 수경 장식품에 적합한 식물 선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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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성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세대간 원예프로그램 도입효과 246

미래형 고랭지 농산촌 종합모델 개발 247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249
국내 육성 사료맥류 품종의 보급 확대 및 홍보 강화 250

특수미 신품종 명품화 단지조성 및 컨설팅 251

신품종 콩 지역특산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252

논 콩 재배 및 특산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대 253

조숙 녹자엽 나물콩「녹채콩」 지역브랜드 개발 254

특용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지역 브랜드화 추진 255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나팔나리 신작형 개발  256



우리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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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농산물 허용기준 확대와 연관하여 오염농경지에 대한 객토 등 실질적인 토
양개량 대책, 생산 조정제 포함 및 경제성 있는 비식용 작목전환 필요

○  농산물 허용기준 확대에 따른 폐광산 인근 농경지 및 농산물 조사 확대로 
경지정리 및 객토 등 실질적인 토양개량 대책으로 전환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2006년 경기, 강원, 충북권역 폐광산인근 17개 지역, 농경지 200지점에 대
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15개 지역, 19.2 ha
로 조사됨
-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 : 7개 광산지역, 9.4 ha (34지점)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15개 광산지역, 9.8 ha (50지점)로 조사됨
○  중부권역(경기, 강원, 충북) 폐광산인근 농경지의 오염기준 초과지점 및 면적

                                                        (2006년 조사결과)

구  분
토양오염기준 초과 지점수 초과면적

(ha)Cd Cu Pb As Zn Ni 계

우려기준 초과 5 1 5 29 9 21 50 9.8

대책기준 초과 2 0 0 29 9 1 34 9.4

합  계 7 1 5 58 18 22 84 19.2

□ 기대효과

○  중부권역(경기, 강원, 충북) 폐광산인근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토양개량 및 
사후 중점 영농관리로 농산물 안전생산에 기여

○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실시후 토양개량 효과 검증과 대농민 
홍보, 관련 부처별 협조 및 후속 영농대책의 자료제공 

연구자 : 정구복, 031)299-2631, gbjung@rda.go.kr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경지 
토양개량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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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적 재배작물의 시비기준 
설정 및 활용기술

□ 연구 배경 

○ 시비량 미설정 작물(차나무)에 대한 시비기준 설정 필요
○ 재배농가는 양분 과다지에도 동일한 양을 획일적으로 관행 시비하고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차나무 재배지 양분의 분포

지 역
지 역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분포율
(%)

평 균
(g/kg)

분포율
(%)

평 균
(mg/kg)

분포율
(%)

평 균
(cmol+/kg)

광 양
구 례
순 천
보 성

91.8
57.1
30.0
43.6

61
49
49
53

23.0
57.1

-
58.2

620
881
-

778

36.1
2.4
18.0
29.1

1.25
1.20
1.44
1.22

전 체 57.2 53 (41) 34.1 760 (419) 28.4 1.28 (0.61)

      *  축적양분의 기준 : 유기물 35 g/kg이상, 유효인산 500 mg/kg 이상,   
 치환성칼리 0.8cmol+/kg 이상

      ** 괄호내는 재배지 토양양분의 전체 평균치임 
 
○ 차나무 재배지 토양양분 함량에 의한 시비량 추천 

      질소 시비량                                 (단위 : kg/10a) 

     
  
      인산 시비량                                 (단위 : kg/10a) 

     



14

   칼리 시비량                                       (단위 : kg/10a) 

○ 양분 과다지 면적을 고려한 화학비료 절감량(성목기준, 성분량)

비 종
현  행
시비량

(kg/10a)

과다지*

시비량
(kg/10a)

절감량
 과다지**

면  적
(ha)

10a당
(kg)

과다지면적
해당(톤)

질  소
인  산
칼  리
합  계

60.0
20.0
20.0
100.0

52.2
10.2
3.5
65.9

7.8
9.8
16.5
34.1

147.9
110.7
155.4
414.0

1,896
1,130
942

  * 과다지 토양의 평균함량을 시비추천식에 대입하여 산출
  ** 재배면적(3,315ha)에 대한 토양 OM, Av. P2O5, Ex. K의 과다지 분포비율 적용

○ 차나무 재배방식

    
  

            차나무 야산(경사지 재배)            차나무 일반 밭 재배

□ 기대효과

○ 양분 과다지 화학비료 절감(성목기준) : 414.0톤
-  질소 : 147.9톤,  인산 : 110.7톤,  칼리 155.4톤
○ 차나무 재배지 토양검정에 의한 양분과다지 환경오염 경감

연구자 : 송요성, 031)290-0327, sys11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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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농경지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이 이론적 
모형으로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음

○  FTA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기능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에 보다 많
은 연구조사 및 자료축적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사과 재배지에서의 홍수조절 기능은 경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1회 홍수
기에 43.2에서 16.9mm의 홍수조절량을 가지고 있어 기존 모형에서 제시된 
12mm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을 과수재배지가 하고 있음을 나타냄 

○ 사과 재배지에서의 홍수조절량 실측사례(B slope)
- 시기 및 강우량 : 2006년 6월 9일~15일(7일간), 86.6mm

        
     
                사과 재배지에서 집중강우시 토양수분 변화

시설 및 과수재배지의 
환경보전 기능의 계량적 평가



16

○ 사과재배지에서 집중강우시 층위별 토양수분 변화량 
                                                           (단위: mm)

측정깊이 10cm 20cm 30cm 40cm 계

최대수분함량 30.0 28.4 33.2 37.0 128.6

최소수분함량 13.8 16.4 23.9 31.3 85.4

홍수조절량 16.2 12.0 9.3 5.7 43.2

 

○ 시설재배지에 대한 우리나라 평균적인 환경보전기능

    
       

기능 시설재배 일반 밭 비고

홍수조절기능 25.3mm 88.3mm  

수자원함양기능 0 9.45mm  

대기정화 기능
CO2 흡수 58.7 ton/ha 12.7 ton/ha  

O2 발생 42.6 ton/ha 9.2 ton/ha  

기후순화기능 0 1,676 ton/ha  

수질정화기능 0 0  

토양유실저감기능 102 22 논과 동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및 자두 등의 단위면적별 CO2 흡수량

 

                    

□ 기대효과

○  농업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설정
○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실증적 효과에 대한 신뢰 및 대국민 인식 확산

연구자 : 서명철, 031)290-0298, mcseo@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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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 연구 배경 

○  국가마다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기술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일본은 2006. 5월부터 Positive List System 시행 
○  국내 등록농약 중 한·일 양국의 동일 작물에 등록되었거나 MRL이 설정된 
품목수가 적고 잔류허용기준이 달라 사용가능 농약 절대 부족 

○  최근 수출농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치 초과검출로 수입국의 통관금지 사
례 발생

□ 주요 연구성과

○ 수출 대상국별, 농산물별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조사
- 일본, 미국 등 10국가 파프리카, 멜론 등 26작물
○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 7국가 17작물
- 수출용 과실류 : 7국가 6작물 359병해충 2,898농약
- 일본 수출용 과채류 : 7작물 94병해충 678농약

구  분 계 가지 딸기 멜론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호박

병해충(종) 94 7 10 19 16 15 13 14

농약(수) 678 26 69 131 200 130 88 34

- 일본 수출용 엽채류 : 3작물 30병해충 238농약
- 일본 수출용 인삼 : 11병해충 43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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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및 보급현황

구  분 2004 2005년 2006년

설정국가 및 작물 6국가 13작물 7국가 16작물 7국가 17작물

수록병해충 및 품목
415 병해충
3,199 품목

483 병해충 
3,672 품목

494 병해충 
3,857 품목

지침보급부수 3,800 2,000부 3,000부

  ※ 년 400여 기관 및 단체, 1,500여 수출농가에 보급
○ 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대응 한국정부 의견제시안 작성 제출
- (1차) 17작물 35농약 100건 ⇒ (2차) 6작물 15농약 17건
   ⇒ 제시의견 17건 중 6작물 13농약 14건을 수용(일본 후생노동성)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 농약안전사용 교육, 홍보 및 교육교재 지원(2006)
- 교육 : 수출 파프리카 농약안전사용 등 21회
- 홍보 : 보도자료 4건, 농민신문 등 28회 게재
- 교육자료 지원 : 농림부, 유통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6종 10회                            
                                                           

□ 기대효과

○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해소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및 
수출 촉진
- 년 약 100억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수출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결로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연구자 : 진용덕, 031)290-0517, ydjin@rda.go.kr 



로열티 지불은 없다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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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대응 딸기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딸기가 2009년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예정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과중한 로열티 부담 예상 

○  촉성재배 등 시설재배에 적합한 고품질의 신품종 육종 및 신속한 확대 보급으로 
딸기재배농가의 로열티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촉성 및 초촉성재배용 딸기 ‘선홍’('05)
- 고당도(10.5°Bx), 고경도(162g/ø4mm)  
- 장원추형의 선홍색, 대과성(18.1g/개) 
- 휴면이 얕고 연속출뢰성이 강하며 자묘발생이 양호 

           

                        재배포장                  ‘선홍’딸기
   

□ 기대효과

○ 신품종의 고품질생산, 내수 및 수출 증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로열티 부담 감소: 30~60억원

연구자 : 정재완, 051)602-2124, yaeche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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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10%, 생산액의 19% 차지함
- 재배면적 : ('94) 368  → ('05) 751ha (2.0배 증가)
- 수 출 액 : ('98) 342  → ('05) 1,049만$ (3.1배 증가)
○ 품종 기호도의 변화가 빨라 새로운 품종의 요구도 높음
○  국제적으로 품종육성자의 권리 강화로 로열티 지불에 의한 농가의  경영부담 가중

□ 주요 연구성과 내용

- 품종 육성 현황 : 현재까지 ‘노블레드’ 등 32품종 육성 
- 육성품종 수출현황 : ‘핑크레이디’ 등 3품종 38만본 ('05)
- '06년도 육성품종 특성(5품종)

            
                  ‘매직핑크’     ‘화이트크리스마스’      ‘피치푸딩’
           

            
           다수성, 수출기호성 ‘모닝샤인’    흰가루병 저항성, 선명화색‘핑크스톤’

□ 기대효과 

○ 장미 재배농가 종묘비 경감 : 외국품종 2,500, 국산 1,000원/주
○  우리품종 이용확대로 외화절약 : 국산화율 : ('05) 1 ⇒ ('10)15% (연간 약70억원)
○ 국내 적응성 우리 품종 재배로 수출 및 농가 소득 증대 

연구자 : 김원희, 031)290-6151, rosewh@rda.go.kr

수출용 장미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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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화훼류 중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목 ('05) 797ha, 1,030억원
○ 국화 수출 지속적인 증가, 수출품종 중심으로 로열티 지급 급증
- 로열티 15 → 20원/본, 로열티 지불 추정 6.2억원('05) 
○ 국내 환경적응력 강, 조생성, 고생장형, 흰녹병저항성 국화 육성

□ 주요 연구성과 

○ 품종 육성 현황 : ‘이노센스’ 등 39품종
○ 2006년 육성품종 특성(5품종)
- ‘휘트니팡팡’ : 초세강건, 백색, 폼폰형 스프레이국화  
- ‘써니팡팡’ : 초세강건, 흰녹병저항성, 황색, 폼폰형 스프레이 국화 
- ‘핑크팡팡’ : 흰녹병저항성, 분홍색 폼폰 스프레이 국화  
- ‘플레져다모르’ : 조생 다화성인 복색의 홑꽃 스프레이 국화 
- ‘오렌지메로리’ : 흰녹병저항성, 오렌지 반겹꽃 스프레이 국화 

                  ‘휘트니팡팡’         ‘써니팡팡’       ‘핑크팡팡’ 

                           ‘플레져다모르’   ‘오렌지메모리’

□ 기대효과

- 도입품종 대체, 로열티 절감으로 농가 수입 증대
- 수출을 통한 국산품종의 우수성 확보, 보급 확대

연구자 : 임진희, 031)290-6144, limjh38@rda.go.kr

수출용 국화 품종육성



23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 연구 배경
○ 난은 분화류 생산면적의 29%, 생산액의 37% 차지  
○ 난 재배면적 : ('00) 308  → ('05) 332ha
○ 주요수출 작목으로 05년  수출액 18,774천불로 화훼수출 1위
○ ' 06년 품종보호지정(심비디움)에 따른 로열티 지불로 재배농가 종묘비 부담 

증가 (약 21억원/년)

□ 주요 연구성과

○ 품종육성 현황 : ‘하니걸’ 등 20품종(심비디움 11, 팔레놉시스 9) 
○ 2006년도 육성품종의 특징(3품종)
- ‘옐로우프린세스’ : 엽형이 우수한 중형 황색계 심비디움  
- ‘오렌지볼’ : 오렌지계열의 복색계 중형 심비디움  
- ‘옐로우마블’ : 황색계 빨강색 점무늬 계열의 소형 팔레놉시스

           ‘옐로우프린세스’    ‘오렌지볼’         ‘옐로우마블’  

□ 기대효과

- 화색이 우수하고 생육 왕성한 국산 품종 보급으로 수출 증대
- 고품질 국제기호성 국산 품종 개발로 수입대체 
- 우리품종 개발에 의한 로열티 부담 경감 
    • 수입묘 : 1,500~1,700 → 국내 배양묘 1,000원/주

연구자 : 김미선, 031)290-6146, kimms@rda.go.kr

수출국 기호에 적합한 
수출용 고품질 난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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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접목선인장 재배면적 지속적 증가
- 재배면적  ('01) 58.4  → ('05) 70.9 ha
○ 유럽 및 북미 등 화훼 선진국에 10년 이상 수출 지속
○ 수출국 기호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구형 및 구색 품종육성
○ 생육과 수송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품종육성

□ 주요 연구성과 

○ 국내 육성 품종으로 수출액 200백만불 달성
○ 품종 육성 현황 : ‘휘성’ 등 78품종(비모란 65, 산취 12, 기타 1)
○ 기내 접목기술 개발을 통한 조기 선발 및 육종체계 수립
○ 종간 잡종을 통한 새로운 구형의 품종육성
○ 2006년 육성품종 특성(6품종) 
- ‘주성’ : 주황색 모구, 편원형 증식력 우수
- ‘황주’ : 황색모구, 원형, 깊은 결각
- ‘다홍’ : 진적색 모구, 편원형, 증식력 우수

  
                     ‘주 성’         ‘황 주’            ‘다 홍’
    

□ 기대효과

○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 지속적 수출확대(연간 200만불 이상) 
○ 신품종을 외국에 보급함으로써 로열티 수입 기대

연구자 : 박필만, 031)290-6166, pmpark@rda.go.kr

수출용 접목선인장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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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호성 나리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나리절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일본 수출이 증가 하였으나 절화수출용  
품종 및 구근은 화란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음

○ 절화 수출액: ('98) 3,388 → ('05) 10,484천$
○ 구근수입액 : ('98) 1,063 → ('05) 5,290천$

□ 주요 연구성과

○ 구근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품종 육성 : 46품종
○ 2006년 육성품종 특성(7품종)
- 수출용 오리엔탈나리 육성 : 백색의 ‘스완뷰티’ 1품종
- 세대단축형 종간잡종나리 육성 : ‘허니볼’ 등 2품종
- 절화 및 분화용 아시아틱나리 육성 : ‘핑키스마일’ 등 4품종

  
                    ‘스완뷰티’      ‘핑키스마일’        ‘허니볼’

□ 기대효과

○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리품종을 국산품종으로 수입대체
○ 국내육성 품종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
○ 수출대상국의 기호도가 높은 품종육성으로 안정적인 수출증대

연구자 : 이혜경, 031)290-6143, rheeh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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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용 화훼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거베라와 포인세티아는 대부분을 외국 품종에 의존하고 있어, 로열티 지불로 
농가 경영에 부담 가중

○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다양한 화색 화형 부족
○ 수입 종묘를 대체할 우수한 국내 품종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

□ 주요 연구성과 

○ 거베라 : 자주색 반겹꽃 ‘끌라레’ 등 15품종 육성('06 2품종)
○ 포인세티아 : 밝은 적색의 ‘미스메이플’등 11품종 육성('06 4품종)
○ 무궁화 : 연분홍색 자단심계 홑꽃 ‘연민’등 13품종 육성('06 9품종)
○ 2006년 육성품종의 특징 

      
                   거베라‘끌라레’  포인세티아 ‘미스메이플’   무궁화 ‘연민’

□ 기대효과

○  거베라, 포인세티아 등 재배농가의 종묘비(로열티) 부담 감소로 인한 농가 
소득향상

○  기호성이 우수하고 국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
함으로써 고품질 절화생산이 가능함

연구자 : 이은경 031)290-6152, 오용남 031)290-6153, 박상근 031)290-6145



잡아내는 곤충에서
키우는 곤충으로...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8

□ 연구 배경 

○ 생력양잠에 부응한 강건 다수성 누에 품종의 지속적 개발보급
○ 한성, 나용, 비대충체, 유충무늬 및 색견 등 다양한 품종 육성
○ 누에 유전자원의 안정적 계대보존 및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수집

□ 주요 연구성과

○ 생산력 검정 성적                              (2006 춘, 농업생물부)

○ 지역적응시험 성적  
 - 사육성적                                  (’06 춘, 전국 7개소 평균)

- 조사성적

 - 원종의 주요성상                            (2006 춘, 농업생물부)

황색실크 생산용 특수누에 
“골든실크잠” 품종 육성

조합명
화용비율

(％)
1만두

수견량(kg)
전견중

(g)
견층중
(cg)

견층비율
(％)

견사장
(m)

해서율
(％)

양원잠 95.0 21.8 2.40 58.5 24.4 1,622 79

C022×C032 96.7 20.0 2.05 40.5 19.8 1,308 83

품 종 명
유충
기간

화용
비율

5령3일
체중

1만두
수견량

1ℓ
갯수

전견중 견층중
견층
비율

DNJ
함량

동충
하초

일.시간 ％ g kg 개 g cg ％ (mg/g) g

춘  수  잠 24.11 93.6 3.18 23.0 52 2.46 61.3 24.9 3.81 1.41

JS169×CS186 22.23 95.3 2.74 18.9 67 1.99 39.3 19.3 4.34 1.20

품 종 명 견사장 견사량 견사섬도 해서율
생사량
 비율

1만두 
생사량

m cg d ％ ％ kg

춘  수  잠 1,614 54.8 3.06 79 21.58 4.96

JS169×CS186 1,031 33.9 2.97 75 16.65 3.14

계통명 품종명 화용비율(％) 수견량(kg) 전견중 (g) 산란수(립) 반 문

일본종 잠145
JS169

91.5
94.3

15.3
14.9

1.75
1.75

516
604

형
형

중국종 잠146
CS186

89.7
89.8

18.4
15.5

2.11
1.82

563
493

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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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경과(육성계통도)

○  유충기간이 짧고(1일), 수견량 (18.9㎏) 및 생체중(1.2g)이 장려품종에 비해 
열세
-  DNJ 고함량(4.34㎎)품종으로 봄누에 때 전국에 사육가능
- 황색실크 생산용 및 전시학습용 등 특수품종으로 보급

              황색누에고치              누에고치에서 생산한 황색실크

○ 용도 : 황색실크 생산용 및 학습용

□ 신규 추천계통 명명

  가. 원종 
     - 일본종계 : JS169(잠311)
     - 중국종계 : CS186(잠312)
  나. 보급종
     - 골든실크(golden silk)누에 

연구자 : 강필돈, 031)290-8517, kangpd@rda.go.kr

'02 (견색적×흑아)×잠125

'03           잠304×괴축
 

 

'06
'06

C022
C022

CA
CA

 C032
 C032

    교배조합 능력검정
'06
'06

JS169
JS169

LT
LT

 CS186
 CS186

     지역적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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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곤충생태원
모델개발 보급

□ 연구 배경 

○  곤충은 자연생태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자원화하는 방안이 필요

○  자연환경 훼손으로 곤충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 감소로 자연환경 복원이 시
급한 실정임 

○ 곤충체험 학습을 위한 생태공원으로서 도시민의 이용욕구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곤충생태원 및 곤충생태 체험학습장 모델개발

          도심형(수원)               농촌형(부여)             산촌형(영양)  

○ 유형별 대표곤충 

 
        호랑나비-도심형          장수풍뎅이-농촌형         늦반딧불이-산촌형



31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 산업화 이전 현황(조감도)

            도심형(수원)             농촌형(부여)              산촌형(영양)  

○ 농가 보급 실적
- 곤충생태원 조성기술 지원 : 규모, 설계 및 기주식물 등 3회
- 곤충생태원 및 체험학습장 모델개발 보급(영양, 부여)
- 곤충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영양, 부여)
   • 곤충기르기, 나무곤충, 창작곤충 만들기 및 곤충채집 등

□ 기대효과

○ 곤충생태 학습 프로그램 및 농촌관광 자원 확보
○ 다양한 유형의 곤충생태 체험학습장 및 관광상품 개발
○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가능 곤충 탐색 및 활용        
○ 시군 지자체에 곤충생태원 및 체험학습장 확대 보급 
  ※ 곤충 테마마을 육성⇒ 농촌지역의 생태관광 자원 개발(신소득원 창출)

연구자 : 최영철, 031)290-8544, ycchoi@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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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및 꽃무지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 연구 배경 

○  최근 들어 장수풍뎅이 및 꽃무지 등 식·약용 곤충의 대량사육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녹강병이나 응애 발생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처음 사육을 시작하는 농가의 경우 병 예방요령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곤
충사육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식·약용 곤충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에 관련된 정보공유가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대량 사육장에서의 장수풍뎅이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05~'06)

 구  분  시  기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사육준비기 3월

 ○ 양질의 발효톱밥(생톱밥) 및 폐목 준비

 ○ 사육장 및 사육장 주변 소독
   -  소독약제: 차아염소산소다 유효염소농도가 0.2～0.3% 

되도록 희석해서 사용

입식기 3월
 ○ 사육도구 소독
   - 소독약제: 위와 같음

유충기 5월초~말

 ○ 과습방지: 70%이하(표면이 건조할 정도)

 ○ 진균병 발생했을 때:

    톱밥이나 폐목 등 모든 사육장 안의 내용물 파기

 ○ 진드기 발생했을 때: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빨리 제거, 진드기 생긴 톱밥은햇

빛에 완전히 말린 다음 사용
    노숙유충기 : 번데기방 짓기 직전에는 건드리지 말것

용화기 5월말  ○ 과습 방지

우화·교미기 6월말~8월말
 ○ 먹이원 과습 방지(매우중요)
 ○ 진균병 및 진드기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음

산란기 7월말~9월초  ○ 먹이원 과습 방지(매우중요)

어린유충기(1, 2령) 8월~9월초
 ○ 완전 발효톱밥 공급
 ○ 진균병 및 진드기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음

3령 10월초
 ○ 과습 방지

 ○ 충분한 먹이 공급
 ○ 진균병 및 진드기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음

수확기 이듬해2~3월
 ○ 과습 방지
 ○ 충분한 먹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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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과습방지: 건물중 대비 수분함량 10% 내외(표면이 건조할 정도), 먹이원

(톱밥)을 손으로 꽉 짤았을 때 물기 나오지 않을 정도
   2.  진균병 발생 증상: 처음에는 검은 반점이 보이다가 몸이 딱딱하게 굳고 

흰곰팡이가 몸을 둘러쌈. 곰팡이 색깔은 초록색 또는 흰색임. 감염력이 
강하므로 병이 확인되면 같은 사육통 안에 있던 유충이나 톱밥 등 모든 
내용물 파기.

   3.  진드기 발생 증상: 주로 성충에서 많이 발생함. 성충에게 직접적인 악영
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안 좋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음. 유충
에 진드기가 생기면 심각한 상황으로,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빨리 제거.

   4.  사육장 소독(분무 소독):  사육장 내에서 식초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천정 및 바닥이 흠뻑 젖게 약액을 뿌리고(1㎡당 1ℓ 내외의 소독액 뿌림),  
소독 후 1일간 밀폐한 후 개방함

   5.  사육장 주변소독: 소독액으로 사육장 외부와 주위를 분무소독 하고, 이때 
액량은 ㎡당 1ℓ정도를 뿌려주어 약액이 땅속으로 어느 정도 침투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 

   6.  사육용기 소독: 차아염소산소다 20배 희석액(유효염소농도 0.2-0.3%)에 
1~2시간 침지해 둔 후 말려서 사용함 

○ 대량사육장에서의 꽃무지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05~'06)

   <주의사항> 장수풍뎅이의 주의사항과 동일

 구  분  병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

사육준비기
 ○ 소독된 양질의 완전 발효톱밥 준비

 ○ 사육장, 사육도구, 사육장 주변 소독
   - 소독약제 : 차아염소산소다 유효염소농도가 0.2~0.3% 되도록 희석해서 사용

1, 2령

 ○ 사육 상자를 이용한 집중관리 사육 

 ○ 양질의 완전 발효톱밥 공급

 ○ 진균병 발생했을 때:

    톱밥이나 폐목 등 사육통 안의 모든 내용물 파기

 ○ 진드기 발생했을 때: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빨리 제거, 진드기 생긴 톱밥은 햇빛에 완전히 말린 다음 사용

3령

 ○ 먹이원(톱밥) 습도 조절: 과습방지

 ○ 사육 밀도 조절: 과밀하지 않게 

 ○ 진균병 및 진드기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음
 ○ 노숙유충기 : 번데기방 짓기 직전에는 건드리지 말것

용화기  ○ 과습 방지

우화·교미기  ○ 3-4세대 이상 경과했을 경우 폐기: 새로운 세대로 산란

산란기  ○ 깨끗한 산란배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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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강병 방제 소독약제 선정 ⇒ Sodium hypochloride (NaOCl)
○ 처리 약제별 소독효과  ('05~'06)

          ※○ : 효과 좋음, △ : 효과 미약,- : 효과 없음

○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약제의 1ℓ 소독액 비용 

 
○ 진균병에 감염된 유충과 병 진행 단계  
    - 녹강병

    - 백강병

□ 기대효과

○ 폐사율 30% 감소, 증체율 20% 증가 : 생산량 56% 증가, 소득증대효과 1.5배

연구자 : 최지영, 031)290-8564, choijy@rda.go.kr

약 제 농도(%) screening test(10min) 생물검정 약해검정

산성제제
(citric acid)

2 ○ - -
1 - - -

알데히드제제
(glutaraldehyde)

2 ○ ○ ○
1 - ○ △

산화제제
(sodium hypochloride)

0.3 ○ ○ ○
0.12 - ○ ○

dodicine
(dedecyldiglycine)

5 ○ △ △
1 - △ ○

소독약제 시중판매가격 소독액 희석배수 1ℓ소독액 비용

산화제제*

(Sodium hypochloride)
10,000원/4ℓ 20배 125원



부가가치를 올리는 수확후
관리 및 상품성 향상 기술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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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유지를 위한 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시기
지방

산도
신선도

효소

활성
외관 식미

종합
평가

10~4월 14±1 90±1 35±11 77±2 28±9 48±2

 5~6월 14±2 49±1 21±7 14±8 21±8 23±3

 7~9월 14±1 28±1 14±7 14±7 14±8 16±2

□ 연구 배경

○  일본의 경우 쌀 고품질 유지를 위한 상미기간 설정 등 수확후 관리기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우리 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대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국내 기후여건을 고려한 시기별 유통 쌀의 식미유지 안전기간(영농활용)
- 상미기간 : (10월~4월) 도정 후 48±2, (5~6월) 23±3, (7~9월) 16±2

                                                 쌀 품질요소별 고품질 유지기간 (단위: 일)

       국내 브랜드쌀 유통기간 실태             

○  찹쌀 고유색택 발현을 위한 적정 수분함량 구명(영농활용) : 최적 건조수분 13.5% 이하

     품종별 수분함량에 따른 백미의 투명도       수확시기 및 건조수분대에 따른 외관특성

○ 도정수율 향상을 위한 산물벼 수매시기 조정(시책건의)
- 산물벼 수매시기를 9.20~11.15 → 10월말 이전으로 조정

□ 기대효과

○ 수확 후 품질저하 방지로 쌀의 고품질 유통 지원
○ 고품질·고식미 유지기간의 설정으로 우리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연구자 : 이춘기, 송진, 031)290-6787, lee0c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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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절화나리의 적정 채화시기 
및 선도유지 기술

□ 연구 배경

○ 절화 나리 수출량 지속 증가 : ('00)4,400 → ('04)13,300천불 
○ 수확 후 관리 미흡으로 선도 불량 및 절화수명 단축
   → 국제경쟁력 저하로 단가 하락    
○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전처리제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채화 후 물올림 시 락스 80ppm와 GA3 200ppm혼합액에 3시간이상 침지
   → 엽황화 현상 억제,  절화 수명 2~5일 연장
-  제조법 : 지베렐린수용제(유효성분 3.1%) 6.4g(1.6g×4개)을 잘 썩어 전체
물량이 1리터가 되도록 잘 섞어 GA3 200ppm 농도의 용액을 만든후,  
이 용액에 락스(유효염소 농도 4% 기준) 2ml 첨가

○ 품종별 적정 채화시기( 1번화 화장 기준)
- ‘소르본느’품종 : 11cm 이상
- ‘시베리아’품종 : 10cm 이상           * : STS : Silverthiosulfate      

      무처리     STS*    전처리제            무처리      STS*    전처리제  
            절화 나리의 수명                     전처리제 처리에 따른 엽

□ 기대효과

○ 저렴하고 손쉬운 전처리제 방법 개발 → 수확 후 전처리 농가 증가
○ 대일 수출 시 국제경쟁력 향상
○ 최고 품질의 상품 공급으로 절화 소비 촉진

연구자 : 이재욱, 031)240-3657, ljw1634@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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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결구상추의 품질유지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연구 배경

○  신선편이 채소는 절단 등으로 인하여 품질변화가 빠르고,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커질 수 있어, 안전한 유통기간 구명이 필요

○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원료 취급 및 가공 단계별 미생물 위해 요인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미생물 제어 기술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원료의 수확시기에 따른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유통기간 설정
   - 4월 상순(12일), 6월 상순(10일), 7~10월 상순(8일)
○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가공 단계별 안전성 평가 및 위해요인 분석
   - 신선편이 생산업체(3개소) 가공 공정의 미생물 증가 요인 분석
○ 약알카리 전해수를 이용한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세척 효과 구명
   - 염소세척(관행) 보다 이취발생 억제, 미생물 억제 효과는 동일

      
    염소수 세척(이취발생)     약알카리 전해수(품질유지)    강산성 해수(물러짐발생)

세척수 종류에 따른 신선편이 결구상추 10℃저장 6일 후 품질

□ 기대효과

○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시기별 유통기간 설정으로 폐기율 감소
○ 신선편이 결구상추의 미생물 제어에 의한 유통기간 연장 : 7 → 9일
○  국내 신선편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의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수요확대 기여

연구자 : 김지강, 031)240-3658, kj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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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감자의 녹변 방지 
포장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세척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래적인 세척 방법및 포장방법에 의존
하고 있어 세척 후 품질변화가 빨리 일어남

○  세척감자는 유통 중 빛에 노출되면 쉽게 녹변이 발생하여 감자의 상품성을 
향상할 수 있는 포장기술 개선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빛을 차단하는 세척감자용 포장필름 개발(실용신안 선등록 '06. 11) 
○ 플라스틱창을 부착한 감자용 포장상자 개발(실용신안 선등록 '06. 10) 
○  빛 차단용 포장필름 및 플라스틱 창 부착 포장상자에 의한 세척감자 저장
(20℃) 중 녹변 발생 억제 

   - 관행 투명필름 3일 → 개발 포장필름 및 포장상자 7일 

 
               빛 차단 세척감자 포장필름          플라스틱 창 부착 포장상자
 

□ 기대효과

○ 세척감자의 유통기간 연장 : 3 → 7일
○ 세척감자의 상품성 향상에 따른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
 

연구자 : 김지강, 031)240-3658, kjg3@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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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선도 유지 기술

□ 연구 배경

○ 브로콜리는 월빙 식품으로 수효가 증대 되고 있음
○ 저온성 채소로 주 생산시기인 봄, 가을철 대량 출하시 가격하락
○ 여름철에는 고온 단경기 가격 폭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움
○ 소비자에게 주년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장기 저장기술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선도유지기술
- PE (0.03mm) 필름 이용 포장 : 17 → 35일
- 예냉(차압예냉, 강제통풍예냉)처리 : 저장기간 60일 이상 연장 
-  필름 포장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각각 6%와 10%로 조성하여   
0℃ 저장으로 호흡조절을 통한 품질 유지 

         
                빙냉 처리                     O2와 CO2를 이용한 MA저장 

□ 기대효과

○  6월 수확 브로콜리를 60일이상 저장하므로써 고온 단경기에 출하로 출하량 
조절가능

○ 농가소득 증대(상품기준, 평균가 6월 2,000 → 7~8월 5,000원/kg)

연구자 : 조미애, 031)240-3656, choma81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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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및 자두과의 수확후 1-MCP 
(1-Methylcyclopropene) 활용에 의한 품질 향상

□ 연구 배경

○ 사과 및 자두는 수확후 에틸렌 대사에 의한 호흡증가로 품질저하 
○ 1-MCP는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신물질로 그 효과가 인정됨
○ 1-MCP는 과실 내 에틸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물질로 효과가 큼
○ 국내 생산과실의 1-MCP 처리시기,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연구 미흡

□ 주요 연구성과

○ 사과 과실의 1-MCP 처리에 의한 품질 유지 효과 (10℃, 4개월후)
- 산함량 : 2.6%(무처리) → 3.0%(처리), 경도 : 무처리 대비 6.7% 향상 
- 중량감소 및 이취(에탄올 등 휘발성 물질) 발생 억제
○ 자두과실의 1-MCP 처리에 의한 품질 유지 효과 (20℃, 3일후)
- 경도 : 무처리 대비 3배 증가, 산함량 : 1.9%(무처리) → 6.8%(처리)
- 과피색(Hunter value) : 무처리 대비 73% 억제 
- 상온 유통기간 3~4일 연장

                처리        무처리         처리              무처리
                사과와 자두의 1-MCP 처리에 따른 저장 후 품질 비교 

   

□ 기대효과

○ 1-MCP처리기술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사과 과실 제공
○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미숙과 수확 지양 
    → 적숙과 수확 및 1-MCP처리후 유통 
○ 품질향상 : 중 → 상품 (가격 : 20~30%향상)

연구자 : 임병선, 031)240-3659, limbsw@rda.go.kr



42

제주 자생야초의 부존 조사료 활용에 
따른 수확시기 결정

□ 연구 배경

○  제주도의 초지면적은 전국 초지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목야지의 
71%(46,721ha)가 야초지로 구성되어 있음

○  농가에서 자생 야초를 조사료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초종별 생육특성,   
사초생산성 및 생육단계별 사료가치를 구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제주자생 야초의 생육단계별 사료가치 평가로 최적 수확시기 결정
- 생육시기가 진행됨에 따라 사료가치 감소 : 화본과 CP 함량(10.6 ⇒ 6.1%)
○ 콩과 야초의 영양가치 측면에서 최적 수확시기 : 개화기 전후
- 콩과 야초의 평균 상대적 사료가치(RFV) : 개화기 172 ⇒ 완숙기 120
○ 화본과 야초의 최적 수확시기 : 출수기 전 후
-  화본과 야초의 평균 상대적 사료가치(RFV) : 출수기 99 ⇒ 완숙기 72로 감소

                  비수리                매듭풀                 솔새

□ 기대효과

○ 야초를 조사료의 부존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조사료 자급도 증진 
○ 자생 야초의 수확시기 결정으로 조사료 이용가치 증진
○ 야초의 사료가치 평가로 조사료 활용에 따른 기초 자료로 활용

연구자 : 박형수, 064)754-5761, anpar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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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마늘 생산비 : 중국의 4배(중국 275, 한국 1,161원/kg)
○ 마늘 수입량은 계속 증가 : 수입량 42,152톤('05)
○ 대주아 파종에 의한 당년 인편마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 1,161 → 750원/kg
○ 수입마늘 대응전략 및 대주아 기계화 기술개발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주아 재배기술 개발
- 난지형 마늘 대주아 계통선발 : 대주아생성 6계통 
- 대주아 재배 기계화 적용기술개발 : 경운기 부착형 등 3기종
- 주아전용 수확가위 개발 : 작업시간 21 → 12 시간/10a
○ 마늘 종합기술 현장 실증 및 경영평가
- 남해안 지역 대주아 현장실증 연구(남해, 해남, 고흥, 완도)
- 마늘 주산지 47시군의 재배실태 및 종구 이용현황 조사 

                예초기 이용 줄기 절단          감자굴취기 이용 수확

□ 기대효과

○ 마늘 대주아재배기술 확립으로 생산비 절감
○ 수입 마늘에 대한 국내산 마늘의 경쟁력 강화

연구자 : 김천환, 064)741-2577, kimchw@rda.go.kr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주아 재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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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 축산물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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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우유 생산 및 활용

□ 연구 배경

○  국산원유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소비가 정체되고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됨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우유 소비 ('04) 311만톤 (국산원유 226, 수입산 85만톤)
○ '05년 현재 국내 기능성 우유판매 현황
- 종류 : DHA 등 14종
- 판매량 : 136,240톤(총 우유생산량의  6.2%)
○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우유생산에 의하여 새로운 기능성, 고품질, 신
선우유 시장을 개척하고 우유 소비확대가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반추위 보호콜린을 생산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 반추위 바이패스율 : 수입제품 11-35 → 75%
- 산유량 : 29.2→32.1(109.9), 콜린(44.8→66.75㎎/㎖(149)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체 기술이전((주)누보B/T)
○ 반추미생물 탐색 및 활용 (과일향미, 트립토판, CLA )첨가제 개발
- 트립토판 합성 반추위 미생물 탐색 : GSRB-12(Butyrivibrio) 
- CLA 및 감마-lacton(과일향기) : SRB-22(Lactobacillus) 

            개발된 반추위 보호콜린                    산업체 기술이전

□ 기대효과

○ 기능성 우유 및 유제품 생산으로 새로운 우유소비 창출
○ 농가소득향상

연구자 : 이왕식, 041)580-3397, leew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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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3원교잡 비육돈 생산시 듀록품종의 기여율 : 50%
○ 전국 인공수정센터 정액공급용 듀록종 점유율 : 70%(약 2,000두)
○ 민간 종돈장의 경우 경제성의 문제로 듀록종 보유 기피
○ 인공수정센터용 웅돈확보 지난 및 수입의존 : 30%

□ 주요 연구성과

○ 최신통계기법(BLUP) 및 자체개발 육종프로그램 이용 산육능력 개량
○ 종돈능력 검정소 출품 및 능력검증 : 14두 ('06. 6)
○ 특징 : 산육능력 우수, 체장이 길고, 지제강건, 균일도가 높음

            듀록계통돈 산육능력 변화             듀록계통 검정완료돈

□ 기대효과

○ 유전적으로 안정되고 균일한 비육돈을 생산 가능 : 근교도 3%
○ 인공수정센터 수요 듀록 웅돈의 10% 교체효과
- 고능력 정액공급 효과/년: 100천병 (1,000백만원)
- 듀록종 수입대체 효과/년 : 100두/260두 ( 150백만원)

연구자 : 조규호, 041)580-3447, kyuhocho@rda.go.kr

인공수정 정액생산용 듀록
우수계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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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이식에 의한 한우 조기개량

□ 연구 배경

○  수정란이식은 아비 소와 어미 소의 우수한 유전형질을 단기간내 후대에 전달
하 여 개량하는 번식기술로 인공수정보다 개량효과가 큼

○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한우 암소의 자손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농가의 희망사항 

□ 주요 연구성과

○ 축산연구소보유 우수한 한우에서 수정란 채취하여 농가 한우에 이식
- 10농가 148두에 신선수정란 이식으로 수태율 43.9%
- 사양관리가 좋은 농가의 수태율 64.3%(18/28두)
○ 수정란이식산 송아지의 포유기간중 일당 증체율 우수
- 수송아지 853g, 암송아지 794g(인공수정산 송아지 500~700g)

       우수 한우 공란우              한우 수정란            수정란이식산 송아지

□ 기대효과

○ 농가 한우 조기개량 및 우수한 밑소 조기확보
○ 우수 한우 송아지의 생산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 우수한 유전자원의 활용성 증대

연구자 : 손동수, 063)620-3518,sond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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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닭 순수복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 연구 배경

○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생산기반 조성 필요
○ 고유 재래닭 유전자원 확보, 지속적 유지보존 및 실용화 보급

□ 주요 연구성과

○ 한국재래닭 순수화 복원 및 축산연 계통조성
- 기초계 수집 순수계통 육성 : 3계통(순도 98%)
○ 외래종과 차별되는 재래닭의 육질특성 구명
- 닭고기의 쫄깃한 맛을 내는 콜라겐 성분과 황함유아미노산 풍부
- 다즙성, 연도, 기호성 등 관능성이 양호함
○ 재래닭 육용화 개량에 의한 실용재래닭 개발
- 기존 재래닭에 비해 증체 1.8배 향상 : 10주 체중 1.0kg → 1.8
- 사료요구율은 3.59에서 3.12로 개선되어 사료이용성 향상효과
- 출하체중 1.5kg 도달일수 35일 단축 : 100일 → 65
   ○ 재래닭 농가보급실적 : '05년 31,360수 (5년간 111,960수)

              적갈색계통                                      실용재래닭

□ 기대효과

○ 고유 재래닭 품종보존에 의한 개량기반 확보
○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한 재래닭 생산보급체계 확립
○ 재래닭 실용화 기술에 의한 신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최철환, 041)580-6715, chchoi@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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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능력 개량을 위한 유전능력별 
종축생산 기반조성

□ 연구 배경

○ 체계적인 한우 선발에 의한 집단조성으로 가변시장 수요에 대한 대비 필요
○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유전적 효과 검증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보유 한우 유전능력 평가 : BLUP Animal Model 적용, 성장 및 도체형질에 
대한 다변량 모형 분석 및 육종가 추정

○ 유전 능력 평가에 근거 성장 및 지방 생성 효율형 계통 분리 
- 암소 계통별 각 120두 선발, 종모우 5두 선발 및 계획교배 실시 

              clean-up mating                    총화 유전능력의 차이
 

□ 기대효과

○ 경제적 효율성이 우수한 종축의 활용 : 성장 및 지방생성 효율형
○ 한우 종축에 대한 시장수요 조건에 따른 최적 종축생산 기반 구축
○ 소규모 집단을 근거로 한 분자유전학적 연구기반 구축

연구자 : 최연호, 033)330-0623, ychoy00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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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돼지고기 수출 중단이후 조기출하 및 품질저하
- 돼지고기 수입량 : ('97) 64.8천톤 → ('05) 142.5
- 돼지고기 수출량 : ('97) 51.6천톤 → ('99) 80.3 → ('05) 8.3
- PSE 출현율 증가 : ('00) 35% → ('01) 45 (양돈선진국10%이내)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중점 관리분야(Andersen 등, '02)
-  유전요인, 영양요인, 농장관리요인, 운송조건, 도축전 처리, 도축공정  도체냉각
○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 제작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PSS 유전자 이외 결함유전자의 탐색 : 변이 칼슘분비조절 유전자
○ 영양소급여 체계 개선, 마그네슘 첨가사료개발
○ 도축전·후 PSE 발생 최소화 기술개발
- 돼지도체 육질등급제도 세계 최초 국가단위로 도입 
-  출하전 적정절식시간, 수송밀도, 계류밀도, 실신방법, 도체냉각기술개발 보급

                                                              육색기준            

      돼지도체육질등급판정            지침서                 근내지방기준

□ 기대효과

○  돼지 육질등급제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물퇘지고기 발생율이 사업초기 
15.9%에서 현재 12.6%로 감소

○  물퇘지고기 발생에 의한 연간 손실액은 약 4백6십1억원으로 추정되며, 물퇘
지고기 발생 방지로 얻을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두당 약 10,560원임 

○  개발된 기술은 국내 물퇘지고기 발생율을 15%이하로 줄일 수 있어 손실액
의 50%이상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구자 : 박범영, 김영화, 진현주, 031)290-1701, byp5252@rda.go.kr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현장적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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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세계적으로 가축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
아짐

□ 주요 연구성과

 ○ 항균, 항산화 효과 등 생리활성효과가 우수한 약용식물 선발 및 추출
-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한 생리활성 효과 검증 → 약용식물 4종 선발
- 약용식물의 적정 추출방법 및 최적 혼합비율 확립 
○ 약용식물 추출물의 가축 급여시험을 통한 효과 검증
- 양계 사료 및 음수 내 적정 급여방법 및 급여수준 구명 
- 성장촉진용 항생제 급여구와 비교시 생산성 향상효과 확인 
○ 산업화를 위한 특허출원 추진

                       약용식물의 추출, 항균활성 검사 및 급여시험

□ 기대효과

○ 축산에서 천연 생리활성물질의 생산 및 이용기술 확립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한 피해 및 손실 감소
○ 천연물질을 이용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연구자 : 김지혁, 041)580-6711, jihyuk@rda.go.kr

항생제 대체를 위한 
천연생리활성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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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가축의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종축에 대한 농가의 요구 
증가

○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가축의 타고난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보증씨수소 선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서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보급 체계 조정·개선
-  농협 등 각 개량기관의 종축 등록, 가축 능력검정자료 수집 등 가축개량사
업의 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  전국적으로 수집된 검정자료를 바탕으로 개체별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씨수소 선발('06 상반기 현재 한우 10두, 젖소 2두 선발)

○ 개체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가축개량전산망 구축 등 사업개선

                 한우 보증씨수소                     젖소 보증씨수소

□ 기대효과

○ 우수 가축 유전자원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 
- 한우 2,368억원/년, 젖소 544억원/년
○  씨수소 개체별, 도체형질별 유전능력을 제공하여 농가에 적합한 보증씨수소 
선택/사용으로 개량효과 극대화

○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젖소 정액생산공급 및 농가보유 암소의 유전능력제
공을 통한 농가젖소 개량 
- 유전능력에 따라 농가보유 우수 암소 선발 및 계획교배 가능

연구자 : 김시동, 041)580-3359, goldstar@rda.go.kr

우수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한 
한우·젖소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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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한우 사료급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연구 배경

○  IT산업 발전과 더불어 고급육 생산 관련 다양한 기술정보 습득을 원하는 한
우 사육 농가 증대

○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고급육 생산을 위한 비육단계별 사료급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재 

□ 주요 연구성과

○ 한우 고급육 사양체계 설정(프로그램 : 축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  생후월령별 영양소 권장량, 조·농 비율 및 조사료원의 구분에 따른 체계적
인 사료급여 및 최적 사료배합비 작성 가능 

 - 기존 사양체계(영양소, 사료급여조건 등)외에 사용자 임의로 수정 설정가능

                    농장자료 열기 화면           사료배합비 계산화면

□ 기대효과

○ 보다 쉽고 과학적인 한우 고급육 생산체계를 한우농가에 보급
-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으로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
- 한우 고급육 안정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수입육과의 차별화 인식 확립

연구자 : 오영균, 031)290-1665, oh665@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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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료내 동물성단백질(BSE 원인) 
검출기법 개발

□ 연구 배경

○ 발생국 : EU 14, EU 주변국 6, 일본, 캐나다, 미국 등 24개국
○ 광우병 발생 피해 사례들
- 일본 :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 미국 : 150억 달러 정도로 예상

□ 주요 연구성과

○ 가금류 및 포유류(반추동물, 돼지, 고래)의 뼈조직 특이성 평가기법 확립
○ 분석방법별 교차분석(현미경, ELISA, PCR동시분석) 기법 확립
- 동물성단백질 정밀분석법 확립 : 1% → 0.05%
○ 해상어류 종류별 소 유래 유전자비교 분석 동일밴드 유전자검출 확인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관련기관에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동물성유래 단백질 혼입검사법 농림부 고시 개정자료 활용
○ 수입하는 소 사료의 원료에 광우병(BSE) 원인물질의 혼입을 근절 

연구자 : 정완태, 031)290-1677, chungwt@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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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항생제 대체를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국내외적인 항생제 규제 강화
○ 항생제 비의존적 대체기술(면역력) 요구

□ 주요 연구성과

○ 마우스 매크로파지 활성화 장내세균 선발
- Lactobacillus속 균주
   → In vitro 매크로파지의 탐식작용 및 면역조절물질 생산력 우수
○ 마우스를 이용한 소화관 항체 측정
- 분리균주를 마우스에 경구투여 효과
   → 특이항원(단백질)에 대한 IgA 생산 증진(약 15% 이상)

               매크로파지 활성화                    특이항체(IgA) 생산

□ 기대효과

○ 가축의 소화관 면역력 강화로 항생제 대체
○ 가축 소화관 미생물 조절기술로 장내환경 개선 
○ 특허출원 예정 (소화관 특이항체 분비 미생물 선발)

연구자 : 김동운, 031)290-1645, dwkim@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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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유제품 제조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시유 및 음용유 위주의 소비에서 고부가가치의 유제품 소비로 전환
- 원유 1kg당 목장형 유제품별 가격 비교                  (단위 : 원)

○ 자연치즈 수요는 증가하지만 대부분 수입치즈에 의존
- 치즈수입물량 : 30.6천톤('00) → 35.8('03) → 44.0('05)
○ 낙농가 유제품 제조기술 관심고조 및 지역 브랜드화 추진
-  목장형유가공장 운영현황 : 13개 농가(유자 및 알로에 발효유, 쑥, 마늘치즈 등) 
○  체험 관광과 연계한 목장형 유제품 생산보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건전소비문화 창조
- 스위스 : 산간 초지이용 관광형 체험목장 활성화
- 일본 : 전국 목장형 유가공 200개소 운영(북해도 : 50여개소)

□ 주요 연구성과

○ 축산연 개발 유산균주 및 제조기술 목장형유가공장 기술이전
- 이전업체 : 흙사랑영농조합법인(경남 사천)
- 내용 : CLA 활성 유산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발효유 제조방법
○ 유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소형 치즈제조기 개발(축산연)
- 가정용 치즈제조기(2.3리터) 개발(특허출원중)
- 목장형유제품 생산용 소형(100리터)치즈제조기 개발(특허출원중)
○ 낙농가 및 소비자 치즈교육 : 8회 200여명
- 치즈제조기술 워크숍 : 3회('03~'04) → 5회('05)

             기술이전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교육

□ 기대효과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제품 개발보급으로 우유 소비촉진
- 수입 자연치즈 50% 대체시 원유 207천톤 소비
○ 체험목장과 연계한 목장형유가공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정석근, 함준상, 한기성, 031)290-1687, sg5959@rda.go.kr

납유가 백색시유
목장형 신선유제품

발효유 치  즈 시  유

670 1,400 4,000 7,5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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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유기축산물 생산기준 
설정 추진

□ 연구 배경

○ 유기축산물 품질인증 '05년부터 시작 : '06. 6월 현재 35농가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입법으로 하위법령 보완 개정 필요
○ 축종별 유기축산 현실기준 설정 및 유기사료 생산기술 확립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국내 여건을 고려한 축종별 유기축산물 생산기반 연구('03~'05)
- 한우, 젖소, 흑염소 : 증체(산유)량, 육질(유질) 및 사료이용성 비교 
○ 연구기반 조성 : 친환경축산연구팀 구성 운영('03~'05)
- 국내외 유기축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방향 설정
- 한국유기축산연구회 창립(회원 130명) 및 심포지엄 개최('05년, 2회)
○  '05년 유기축산물 생산기준 보완 등 시책건의(3건) 및 유기사료 급여       
에 의한 유기한우 성장 및 도체특성 등 영농활용(5건)

            유기한우 생산시험 '05     유기축산심포지엄개최 '05  유기축산 책자발행 3권 '05 

○ 향후 연구계획
- 농가실천 유기축산 실용화 모델 개발 : 축사 및 사양기술(10과제)
- 무항생제축산물 품질인증 대응기술 확립 : 항생제 대체방법(11과제)
- 국내 실정을 고려한 유기축산물 품질인증기준 보완('06. 9월)
- 축종별 유기축산기술 책자 제작('06~'07, 농협중앙회 공동)

□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축종별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 생산기술 정립
○ 한국형 유기축산물 품질인증 기준설정으로 유기축산 조기정착 유도
 

연구자 : 권두중, 031)290-1712, djkw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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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굽장애 예방을 위한 세족제 및 
세족기의 활용

□ 연구배경

○ 발굽장애 예방을 위한 세족기(장)의 사용농가가 극히 미미한 실정
○ 발굽장애 예방을 위한 전용세족제가 없는 실정임 : 황산동액 사용
○ 발굽장애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음 : 발생율 7 ~ 40%
○  발굽장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 : 번식장애 35.5%, 조기도태 27.0%,         
유량감소 20.0%     

□ 주요 연구성과

○ 엠보싱세족기 및 세족제의 60일간의 사용에 따른 조기회복
- 경미한 경우 : 대조구 41.7%, 세족제 90.6%(48.9%↑)
- 심한 경우 : 대조구 0%, 세족제 66.7%(66.7%↑)
○ 발굽장애 회복에 따른 번식효율 향상
- 수태까지의 기간 : 장애우 184.8일, 회복우 93.8일(91일↓)
- 수태당 종부횟수 : 장애우 4.0회, 회복우 2.3회(1.7회↓)

               세족기                  세족액          엠보싱 위를 밟은 발굽

□ 기대효과

○ 발굽장애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로 낙농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 발굽병으로 인한 유량손실 개선(600억원/년) 
-  공태기간 감소, 수정횟수 감소, 미발정, 도태, 치료비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예방 가능

연구자 : 백광수, 041)580-3386, bk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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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제주흑우 사육두수 : 31('94) → 49('97) → 282('04. 12) → 317두('06.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흑우 반출제한, 등록, 제주흑우 개체정보자료 전산화 및 관리 등
○ 제주흑우 브랜드화 사업 및 생산이력제 추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흑우발전협의회 역할 분담 : 유전자 정보 분석, 관리(난지연)

□ 주요 연구성과

○ 인터넷기반 제주흑우 개체관리 프로그램 개발(경상대 공동, 2005~2006)
- 프로그램 등록번호 : 2006-01-259-001136
- 개체 기록정보, 혈통 및 유전자 분석 결과 D/B 등 인터넷 이용 지원
○ 제주흑우 집단 축군 조성을 위한 개체정보시스템 공동활용('06시책)
- 개체정보자료 전산화 : 제주흑우 프로그램  공동 관리 및 활용
- 개체 표현형, 유전자형 profile 작성과 개체 및 친자감별 시스템 구축
- 제주흑우 브랜드화 사업 및 생산이력제 추진 등 활용 

                 

□ 기대효과

○  제주흑우 보존 및 사육농가의 개체정보 공유로 제주흑우 보존체계 및 개량 
방향 설정 

○ 유전자형 및 표현형 자료의 체계적 통합관리로 제주흑우 육종집단 조성
○ 제주흑우 명품화 및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

연구자 : 이성수, 064)754-5730, lee6470@rda.go.kr

인터넷 기반 흑우 개체관리 
프로그램 활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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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주요 가축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분자유전학적 성판별 기법 필요
○  주요 가축종에서 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하면서 간단·명료한 분석 기법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XY 염색체 체계를 갖는 가축 4종에서 성별 이형 유전자 서열 확인
-  소, 말, 돼지, 사슴에서 X-, Y- 염색체간 길이 이형을 나타내는 ZFX, ZFY 
유전자 서열의 확인

- 가축 4종에서 유전자 증폭 산물이 성별 이형성을 반영
○ 가축 4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용 프라이머와 분석법 개발
○ 수컷특이 유전자 시험, 표현형과 정확히 일치한 성판별 결과 확인
-  종-특이적 웅성결정 유전자인 SRY증폭결과와 ZFX-ZFY 유전자 증폭결과  
일치 

- 각종에서 표현형 성별조사결과와 ZFX-ZFY 유전자 증폭결과가 일치
○ 대조시험이 필요 없는 분자 성판별 기법 확립
- 기존의 웅성특이 유전자 증폭에서 요구되는 대조실험 없이 암수 판별 가능

□ 기대효과

○ 단일 프라이머쌍을 이용하여 가축 4종의 분자유전학적 성판별 가능
○ DNA 확보가 가능한 모든 시료상태에서 이용가능
○ 수정란 및 할구에 대한 성판별을 통한 암수 맞춤형 자축 생산에 이용

연구자 : 한상현, 064)754-5734, hansh04@rda.go.kr

가축 4종 (소, 말, 돼지, 사슴) 
분자성판별 기법 개발



62

경주용 등록 제주마 적정체형

□ 연구 배경

○ 제주마 전형적인 역용마로 경주속도 매우 느림 : 84.6초/1,000m
○ 체형교정에 의해 경주 스피드 개선 가능 : -0.14~0.67(유전상관)
○ 경주용 제주마 사육농가 체형선발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음

□ 주요 연구성과

○ 주성분분석 결과 주성분내 각 변수의 영향도 : 두 품종 간 다름
○ 경주속도에 유의적인 영향 체형(주성분) : PC2(12.5%), PC6(6.0%) 
- 어깨와 목 길이가 길고 전완골과 엉덩이 길이가 짧은 개체(PC2)
- 목 길이와 전박장이 길고 머리길이와 등 길이가 짧은 개체(PC6)   

      
                경주용 제주마                          더러브렛

□ 기대효과

○ 스피드 개선에 의한 등록 제주마의 경주 상품성 제고
○ 경주용 등록 제주마의 종축 선발방향 정립
○ 체형에 근거한 번식체계 다양화 유도 → 근교퇴화 방지

연구자 : 오운용, 064)754-5750, ohwy478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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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주마 개체관리 
프로그램 활용

□ 연구 배경

○ 등록 제주마 두수('06. 9월말 현재) : 기관 178, 농가 415두
○ 등록 제주마 보유기록 : 혈통, DNA data, 발육 및 외모특성
- 생산자료 D/B화 및 개량자원 활용기반 미비
○ 국내 주요 축종 : 종합 개체관리 프로그램 구축(흑한우, 2005)

□ 주요 연구성과

○ 개체검색 및 생산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 기초정보, 개체관리, 번식관리, 능력관리 등
○ 교배지침 생성기능 개발 : 가상교배에 의한 근친계수 산출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개체관리 및 생산정보의 이용 극대화
○ 경제형질의 능력평가 자동화 구현 및 실시간 서비스 가능
○ 등록 제주마 능력개량 및 말 생산이력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자 : 오운용, 064)754-5750, ohwy478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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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생산수율 및 도체 등급판정

□ 연구 배경

○ 말고기 소비확대에 따른 말 사육 및 도축두수가 증가
-  축산물공판장 도축두수 : 209두('02) → 359('04) → 564('05) → 732('06)
○  농가에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장려하고 말고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말고기 생산수율 구명 및 말 도체 등급판정 도입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제주산마 도체율 61.0%, 정육율 43.3%  
-  생체수율은 등심 5.1, 안심 1.3, 채끝 1.3, 목심 3.6, 제비추리 0.3, 뒷다리
살 12.1, 안창 0.5, 갈비 6.5, 앞다리살 5.6, 양지 4.1, 사태 3.0, 잡육 0.7%

○  말도체 근내지방도는 번호 3이 7.6%, 번호 2가 23.1%, 번호 1은 69.2%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는 소도체와 비슷 

              
            근내지방도 3   근내지방도 2    근내지방도 1  근내지방도 1

□ 기대효과

○  말고기 부분육별 유통 및 등급판정 도입으로 농가에 고품질 말고기 생산 장려
○ 고품질 말고기 공급으로 말고기 소비대중화 정착 및 말 산업 안정화 

연구자 : 이종언, 064)754-5751, leece0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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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 및 오메가-3 지방산 강화 
기능성 말고기 생산

□ 연구 배경

○  말은 소화기관 특성상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에 축적이 잘되어 기능성 식품 
생산이 용이함

○  그러나 말고기 및 말기름에 다량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동시에 강화된 기능성 말고기 생산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말 비육 사료에 유채유 5% 첨가 시 오메가-3 지방산 강화 기능성 말고기 
생산
- 말고기 오메가-3 지방산 증가 : 1.8 → 3.8%
○  말 비육말기 사료에 비타민 E, 비타민 A, Se 첨가 시 항산화제 강화 말고기 
생산
-  첨가량 : 비타민 A 첨가제(1,000,000IU/kg) 2%, 비타민 E 200mg/kg, Se 
첨가제(1,000mg/kg yeast) 0.05% 

□ 기대효과

○  기능성 말고기 생산 공급에 의한 말고기의 대중화 및 소비 확대로 마필산업 
안정화 
- 말고기 도축두수 : 5,000두('10)

연구자 : 이성수, 064)754-5730, lee647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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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먹거리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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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토양진단을 통한 생육장애 
원인 구명 및 처방

구   분 분   석   항   목

기본 화학적 특성 pH, Eh, EC

다량원소 N, P, K

강산 NO
3
-N, SO

4
, Cl

분석항목 단위 분석에 대한 사항 임계하한 상한한계

pH - KS M ISO 9741 5.5 이하 7.5 이상

EC - 곱하지 않은 측정값 0.1이하 2.0 이상

NO
3

mg L-1

원소가 아닌 표시된 
항목의 농도

25이하 500 이상

PO
4

mg L-1 10이하 100 이상

K mg L-1 2.0이하 10 이상

SO
4
, Cl 맑음/현탁/침전 침전정도 - 침전

△pH - pH(H
2
O)-pH(KCl) 0.4이하 -

Ex. Al mg L-1 - - 5 이상

Eh mV KS M ISO 11271 220이하 -

□ 연구 배경 

○  환경친화적인 토양비옥도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생산성 위주의 토양비
옥도 관리기준에서 환경영양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요구됨

○  작물생육 장애유형별 원인구명과 대책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에 알맞은 토양비옥도 관리모델의 개발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작물생육 장애지 토양의 현장진단 방법설정
- 현장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항목 선정

 
○ 토양 현장진단 방법별 생육장애 기준설정 
 

□ 기대효과 

○   현장 즉석 토양진단을 통한 신속한 작물생육장애 원인 규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가능 

연구자 : 김유학, 031)290-0277, yooha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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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량 산정을 위한 밭작물 
물관리 지침 프로그램 활용

□ 연구 배경 

○  기 배포된 밭작물 물관리 지침서는 책자형태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을 
모아놓은 형태라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분실 위험성도 있음

○  밭작물의 물관리 지침서는 농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매우 낮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작물 물관리 지침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과정

자료수집 

잠재 증 발산량

유효 수분량

최대 증 발산량

유효수분 저장량 

작물별 토양수분 감소율 

물 요구량 

관개간격 

1회 관개량 

작물, 작부형태, 생육단계, 파종/정식일수 등

Pan 증발법 이용

토양종류별 토양수분 특성곡선, 포장 용수량, 위조점

잠재 증 발산량, 작물계수

유효 수분량, 유효근권

토양특성에 따른 수분 감소율 결정

유효수분 저장량, 작물별 토양수분 감소율

물 요구량, 평균 최대 증발산량

작물별, 생육시기별, 토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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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물관리 지침 프로그램 실행 화면
    

      프로그램 초기화면

○ 관개방법별 수량비교

   
                       가을배추                                 감자

□ 기대효과

○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밭작물 물관리 지침의 활용성 증대

○  지역별, 작물별, 생육시기별, 토양종류별 1회 관개량과 관개 횟수를 산정함
으로서 각 지역에 적합한 관개용수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  무강우의 최대 관개량 기준이므로 지역별로 최적의 관개기준 설정에 기준 
물 소모량이 될 수 있으며 밭작물에 대한 물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물 절
약을 유도

연구자 : 허승호, 031)290-0273, sohur@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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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신 개발기술의 조기보급 및 파급이 저조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정밀검토 미흡에 따른 적용현장 부작용 야기
○  현장애로기술, 당면현안 긴급 사항, 우수성과 사업화 과제 중 현장 실증이 
필요한 과제 중심 지원 
-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실용화 연구에 주력할 필요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05) 11과제 → ('06) 16과제 (현장접목 2, 실증 14)
○ 주산지 중심으로 추진 : 채소 5, 과수 3, 화훼 3, 환경 5지역
○ 현장애로과제 발굴하여 현업과에서 연구과제 반영 : 22과제 

  

              터널보온자동권취식     포도 자동관수시스템  여름철 파프리카 생산 
  

               친환경 딸기 생산기술    토마토 무농약재배     배 병해충 종합관리

□ 기대효과

○ 현장 및 언론에서 원예연구소에 대한 신뢰도 및 위상제고
○ 현장평가 결과를 이용한 시범사업 확대 또는 시책건의 
○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권기범, 031)240-3683, giveme@rda.go.kr

우수 연구성과 현장지원 및 
현장애로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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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기술 지원정보 제공 및 
홍보전시

□ 연구 배경

○  새기술, 신품종, 핵심기술, 기상재해, 최근동향, 국내외 정보 등 연구결과의 
신속한 확산으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서울국제원예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한국원예기술 및 자재의 수출시장 개척

□ 주요 연구성과

○  원예연 홈페이지, 고객지원정보사랑방, e-NALA 지식센터 등을 통해 35회 
원예정보지 발간 및 E-mail 발송(101,672명)

○  2006서울국제원예전시회 한국농업관, 지자체관을 설치 국내외 참관인에게  
홍보 및 전시 (관람객 입장수 : 6만5천명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저수고 사과동해방지법          장미신품종소개  

    
    
       서울국제원예관               채소종자벽화                 꽃향기 터널

□ 기대효과

○ 수준 높은 정보 제공 및 보도자료로 홍보효과 거양 
○ 국제서울원예전시회를 통해 농촌진흥청 및 원예연구기관의 인지도 제고

연구자 : 박영섭, 031)240-3690, ysp5095@rda.go.kr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생명공학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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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유전자 기능분석용 Ds 
삽입돌연변이체 대량육성

□ 연구 배경

○ 확인된 유전자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야 됨 
○  전이인자 Ds 삽입돌연변이 계통을 이용한 농업적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기능
분석

□ 주요 연구성과

○ 옥수수의 전이인자 Ac/Ds gene tagging system을 벼에 성공적으로 도입
○ Ds 삽입돌연변이 계통 대량육성 : 115,000계통 (통일형 7,200 포함)

                Ds mutant bank                    Ds 전이계통 대량 육성 총괄

○ Ds flanking DNA 클로닝 및 염기서열 분석 : 총 1,979점 

○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 주요 형태적 변이체 선발, Ds 주변 염기서열분석 및 DB 등록 : 3,194계통 

□ 기대효과

○ 유전자 기능 대량분석 및 DNA marker 개발
○ 국내 고유유전자 대량 발굴로 특허분쟁 해소
○ 유용 Ds 삽입변이체 이용 신형질 벼 개발

연구자 : 남민희, 055)350-1181, nammhee@rda.go.kr

년도  
식물체 
재분화

전이계통
육성 수

‘01~’03 55,744 34,000

‘04 41,333 31,000
‘05 28,920 25,000
‘06 29,142 25,000
계 155,139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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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능성 고구마 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

□ 연구배경

○  고구마 소비는 매년 증가추세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식미가 우수하며 
기능성분이 함유된 품종개발 필요 

○  국내 고구마는 바이러스 감염율이 높아 수량저하 및 괴근 품질 악화로 이의 
해소를 위한 무병묘 생산 및 보급이 필요함 

□ 연구성과

○ 맛과 기능성이 우수하고 병해충에 강한 “맛나미” 육성
- 껍질색은 홍, 속색은 황색이며 덩굴쪼김병과 선충에 저항성이 높음
- 수량 2,697kg/10a로 “율미” 대비 11% 증수, 폴리페놀 함량 1.8배

         맛나미(율미:우상)             지상부                   찐고구마

○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
- 일반묘 대비 수량성 15% 증수, 바이러스 재감염율 5~7%(일반묘 65~86%)

        조직배양  망실증식             무병묘                   일반묘 

□ 기대효과

○ 식미우수 및 기능성 고구마 확대 보급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농가소득 증대
○ 바이러스 무병묘 대량 보급으로 고품질 다수 생산 가능 

연구자 : 이준설, 061)450-0143, js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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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유전체 연구를 통한 고유 생물정보 및 유용 유전자 확보
○ 농업의 현안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반 구축

□ 주요 연구성과 

○ 유전체 해독을 위한 분자 마커 321종 개발 (누계 933종)
○ 물리지도 작성용 핵산지문 분석 29,502점 (누계 71,666점)
○ 배추 염색체 1번 36%, 2번 31% 염기서열 해독 완료
○ 발현 유전자 30,000점 분석 (누계 130,000점)
○ 식물분야 권위지 Plant Cell, Genetics 등 논문 11편

 국가별 배추 염색체 염기서열 담당 현황 

□ 기대효과

○ 배추의 유전 육종 기반구축으로 고품질·내병성 품종 육성
○ 농업의 생명산업화 촉진 : 유용유전자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 

  연구자 : 박범석, 031)299-1671, pbeom@rda.go.kr

배추제놈 해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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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벼에서 DNA chip기술을 이용하여 종자발달, 병저항성, 저온스트레스에  
관련된 유전자 대량 확보 및 유용유전자 개발하여 우수한 형질전환 작물 육
성의 기초재료로 활용코자함  

□ 주요 연구성과

○ 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DNA chip 제작 
- 불량 환경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 5,000 유전자 
- 일품벼 종자 관련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 7,500 유전자 
- 벼 스트레스 관련 Rice5K chip, 종자관련 7K cDNA chip 제작
- 벼 유전자 발현 분석 : 360 여종 특이 유전자 선발

□ 기대효과

○ 다양한 형질을 보유한 새로운 벼품종 육성에 활용가능

연구자 : 이정숙, 031)299-1671, jungslee@rda.go.kr 

벼 유전체기술 이용 유용유전자 
개발 연구



78

유용 유전자의 발현 극대화를 
위한 조절유전자 개발

□ 연구배경 

○  작물분자육종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용유전자의 고효율 발현을 
위한 발현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임 

□ 주요 연구성과

○  식물 조직 중 원하는 조직에서만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프로모터 대량 발굴

○  유용유전자의 발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

□ 기대효과

○ 고유 프로모터의 대량 발굴 및 확보에 따른 기술적 우위의 선점
○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은 프로모터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유전자 
탐색 가능성 기대

연구자 : 김영미, 031)299-1706, ymkim1205@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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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공학 신기술을 이용한 
비타민A 생산 기능성 벼

□ 연구배경 

○  GM 작물의 개발이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화된  
기술 및 아이디어가 가미된 자국 브랜드의 기능성 특수 품종 개발이 시급함. 

□ 주요 연구성과

○  한 개의 프로모터 유전자로 다수의 대사관련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유전자 
다중발현 유도 신기술 확립

○  확립된 유전자 다중 발현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비타민 A성분을 생성  하는 
형질전환 벼 개발 

□ 기대효과

○ 특수 기능성 부여에 의한 국내 쌀 가치 증진 효과

연구자 : 하선화, 031)299-1707, shha@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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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농업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t-PA) 생산 작물 개발

□ 연구배경 

○  분자농업에 의한 새로운 농업생산, 소득 창출 및 농업생명공학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측면에서 동물세포 유래 유용유전자의 식물체내 발현유도에 의
한 물질생산 연구의 중요성 대두

□ 주요 연구성과

○ 인체 의료용 의약품인 혈전용해단백질 (t-PA)를 생산하는식물 개발
○ 식물생산 단백질(t-PA) 중 혈전용해제 기능 확인
○ 특허 출원 : 10-2007-0001573

□ 기대효과

○ 식물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용 물질 생산의 산업화 가능성 실현

연구자 : 한범수, 031)299-1728, bshah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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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작물용 비항생제 
선발 마커 개발

□ 연구배경 

○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GM작물 개발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항생제 선발마커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고효율의 선발마커 개발이나 
마커를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식물체가 대사하지 못하는 D-아미노산을 이용하여 형질전환체 선발 기술 
확립

○ 효모 2종으로부터 D-아미노산 산화효소 2종을 분리하여 운반체 개발
○ 담배, 배추, 토마토 등의 형질전환 시스템 확립

 

□ 기대효과

○ 새로운 GM 작물 선발마커 개발에 관한 기술적 우위선점
○ GM 작물의 안전성 증진 및 과학적인 자료제공에의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연구자 : 조현석, 031)299-1160, hscho@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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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저항성 벼 개발 및 
환경위해성 평가

□ 연구배경 

○  벼 재배 시 잡초방제에 필요한 제초제 사용과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질전환 제초제저항성 벼를 개발하여 품종화를 위한 환경위해성평가 
연구 실시

□ 주요 연구성과

○  제초제저항성 벼 2종 개발 및 유전자변형 벼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3년간)  

○제초제저항성 벼의 독성 및 알러지 유발성에 대한 안전성 확인
○심사청원을 통한 신품종등록에 활용 예정

□ 기대효과

○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유전자변형 벼의 개발과 보급 토대 구축

연구자 : 김동헌, 031)299-1140, dongher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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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인 젓갈로부터 각종 식물병원균에 항균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선발하여 환경친화적인 미생물 제재로 개발코자 함

□ 주요 연구성과

○  한국 전통 젓갈인의 오젓(충남 강경 유래)으로 부터 오이 흰가루병균(S. 
humuli), 벼 도열병균(M. grisea), 딸기 잿빛 곰팡이병균(B. cinerea)에 탁
월한 항균효과가 있는 미생물분리 

○  특허획득 및 산업체 기술이전하여 친환경 미생물 농약 “잎살림”을 친환경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하여 시판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구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연구자 : 구본성, 031)299-1750, bskoo@rda.go.kr

전통 발효식품(젓갈) 미생물에서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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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우리나라 벼 흰잎마름병균은 레이스별 벼 품종간의 특이적인 병원성을 갖고 
있음

○  벼흰잎마름병균의 IS element 유전자를 이용하여 strain간의 다형성분석을 
토대로 병원균 레이스 판별 마커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연구성과

○  벼흰잎마름병균 유전체 정보로부터 탐색 분리된 DNA 단편의 유전적 다형성 
분석으로 병원균 레이스 판별

□ 기대효과

○ 벼흰잎마름병균 균계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별로 적절한 방제 체계 수립

연구자 : 이병무, 031)299-1764, lbmoo@rda.go.kr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oryzae  pv. oryzae)의 
균계 판별을 위한 유전자(DNA) 표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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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미생물 유전체 정보로부터 각종 미생물 특이유전자 서열을 분석하여 진단용 
DNA 마커를 개발하고 작물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연구성과

○ 특이성, 신속성, 감도성 , 경제성이 우수한 DNA 진단 Kit 개발
○ DNA 진단 Kit 개발 대상 미생물
- 벼흰잎마름병균, 콩불마름병, 감자흑각병, 감귤궤양병, 세균성점무늬병균 
○ 특허 출원 4건, 등록 2건 등

□ 기대효과

○ 각종 작물병의 조기진단을 통하여 작물병 만연의 사전예방 

연구자 : 박동석, 031)299-1652, dspark@rda.go.kr

작물 주요 병원균 조기 진단용 
DNA Ki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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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친환경 농업정착 및 생명공학 소재제공을 위하여 농용미생물 자원을 분리, 
동정하고 장기 안전보존관리 

○ 미생물 다양성 확보 및 미생물자원 연구기반 조성

□ 주요 연구성과

○ 신종미생물 (세균 20종,  곰팡이4종 등)을 분리 명명하고 국제학술지에 보고 
○  미생물자원센터 홈페이지 개선과 한국의 곰팡이 DB 및 특허균주 통합 DB 
구축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저렴하게 미생물 연구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관련연구분야의 발전 
및 실용화 촉진

연구자 : 홍승범, 031)299-1796, sbhong@rda.go.kr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ACC) 
미생물 정보 DB 구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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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식물유전자원 수집·도입에 
의한 다양성 확보

□ 연구배경 

○  유전자원은 신품종 개발,  신물질 탐색 및 유용 유전자 이용 등 생명공학 
연구의 기초재료가 됨 

○  다양한 종자의 확보가 시급하고 자원 실용화 등의 한계가 있어 향후 도래할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우위선점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국외 농업유전자원 수집 및 도입에 의한 다양성 확보 : 77작물 2,099점
○ 국내 작물재래종, 야생근연종 수집 및 육성종 등 도입 : 45작물 15,729점
○ 우리고유 작물재래종, 국내 자생 야생근연종 등 수집 : 35작물 1,958점

□ 기대효과

○ 신품종 육성 및 신물질 연구의 소재 제공

연구자 : 김창영, 031)299-1811, kimc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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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 저장시설신축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 연구배경 

○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 유전자원종합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국내·외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도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유전자원의 안전보존과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한 농업생명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저온저장고의 확대 신축이 필요함

□ 국립 농업유전자원센터의 활용

○ 국가 자산으로서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 임무 수행 
○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연구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강화 
○ 유전자원의 지속적 안전보존, 활용증진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지역 허브뱅크 역할 수행 및 국내외 전문가 훈련센터 활용 

□ 기대효과

○ 국가의 재산인 농업유전자원의 안전보존  및 육종소재의 지속 제공

연구자 : 석순종, 031)299-1840, sjseo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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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제어 
마커 개발 

□ 연구 배경

○  한우 육종개량분야 현장애로사항으로 순수한우 혈통 검증 및 계통조성, 육
질예측 DNA 검증 및 생축감식기술개발 요구

○ '04년 한우사육농가의 조속해결 요구과제는 고급육 생산용 종축개량임    

□ 주요 연구성과

○ 한우 성장단계에 따른 차등발현 유전자 발굴 : 약 250개
○ 한우 육질관련 DNA 마커 발굴 및 특정 유전자에서 SNP마커 개발

□ 기대효과

○ 유전적 제어에 의한 균일화 및 고품질 한우육 생산
- 1등급 출현율 증가, 산업재산권 확보 및 한우산업 응용
○ 육질예측이 가능한  DNA 마커발굴로 우수 유전자질 보유 가축
   조기선발

연구자 : 윤두학, 031)290-1603, dhyo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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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육질관련 유전자군 발굴 

□ 연구 배경

○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육질 개선 요구가 증대됨
○ 세계 각국은 지방형질과 관련된 유전자 발굴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돼지 6번 염색체내의 유전체 해독을 통하여 새로운 유전자 발견 및 지방관
련 후보유전자 구조 최초 구명
-  SW71 마커 영역에 대한 BAC 클론 물리지도 작성 및 1Mb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  SW71 마커와 SW1881 마커사이에 존재하는 총 261개 유전자를 이용하여 
cDNA 칩 제작 완료

□ 기대효과

○ 국내 분자육종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개발로 양돈 농가의 소득향상

연구자 : 이경태, 031)290-1591, leekt@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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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 생산 및 산업화

□ 연구 배경

○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 생산으로 축산의 부가가치 제고
○ 축산업을 의약품생산 산업(Bio-pharming)으로 창출

□ 주요 연구성과

○ 바이오 신약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형질전환 가축 확대 개발
- 빈혈치료제, 혈전증치료제 등 6종의 형질전환 돼지 생산
○  빈혈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돼지의 국유특허 전용실시에 의한 산업화 추진   
('06.8.17) : 특허청 협조

○ 형질전환 가축 생산 등 첨단 동물생명공학 기술 확립
-  연구개발 결과를 국외 학술지 게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음(Journal of 
Biotechnology 등)

○ 연구개발 기술 특허를 산업체 이관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빈혈치료제 생산 돼지  돼지 유즙내 빈혈치료제   EPO 생산 형질전환 
                                   (EPO)의 분석       돼지의 영국특허 등록

□ 기대효과

○ 가축으로부터 안전하고 저렴한 바이오 신약 생산
○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하여 국가 부 창출

연구자 : 박진기, 031)290-1634, parkj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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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장기 생산 형질전환 
복제 돼지 생산

□ 연구 배경

○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의 성공적 추진
○ 돼지로부터 바이오 장기 생산으로 인류 삶의 질 향상

□ 주요 연구성과

○ 면역관련 유전자 적중 형질전환 체세포 line 구축
- 형질전환 복제 돼지 수정란 생산 및 이식 : 22두
○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용 MHC inbred 미니돼지 도입 및 증식
- 도입 24두(♀ 20, ♂ 4), 현 보유 53두(증식 26, 폐사 1)
○ 바이오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복제 돼지 생산 원천 기술 확보
- 형질전환 복제 돼지 수정란의 최적 생산 시스템 개발
○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용 미니돼지의 증식 기반 구축

    면역유전자 적중 체세포    형질전환 복제 돼지 수정란    포유중인 미니돼지

□ 기대효과

○ 바이오장기를 통한 말기 환자의 생명연장으로 의료 복지 실현
○ 장기이식용 무균 미니돼지의 대량생산으로 축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연구자 : 임기순, 031)290-1623, gsim@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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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기법에 의한 
고능력 가축의 확대 증식

□ 연구 배경

○ 고능력 가축의 체세포 복제로 가축 개량 극대화
○ 유전자 적중 체세포 복제에 의한 형질전환 가축 생산

□ 주요 연구성과

○ 체세포 복제 기법에 의한 복제 한우 “새빛” 생산('99)
- 체세포 복제소 및 후대 총 22두 사육 중
○ 체세포 복제 수정란 배양 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검정
- 복제소의 수명 관련 telomere 분석 및 복제 소 수정란 이식 : 23두
○ 복제 및 형질전환 복제 소 수정란 생산 시스템 개발
- 체세포 복제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가축 생산 기술 확립
○ 체세포 복제 소의 정상 번식 능력 확인

        육질4위의 체세포      형광유전자 적중 체세포   국내 최초 복제소간의 
         복제 한우 10두          복제소 생산(‘02)       송아지 생산(‘06.7)

□ 기대효과

○ 고능력 가축의 복제에 의한 가축 개량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 체세포 복제 기법 등 첨단 생명공학 기법의 국가 위상 제고

연구자 : 양병철, 031)290-1630, bcyang@rda.go.kr



94

무 세포질 웅성불임성 종류 
판별용 공우성 분자표지 Kit 개발

□ 연구 배경

○ 무 채종효율 증진을 위한 웅성불임이용 F1 품종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무 CGMS 회복친 활용시 발현 양상이 매우 복잡하여 우수한 유지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웅성불임 유전자의 인자형 식별용 분자표지 개발로 육종 효율 증진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무 CGMS 회복 유전자 구조 해명
○ 회복유전자의 유전자형을 판별할 수 있는 CAPS 표지 개발
○ Rf 유전자형 식별용 공우성 CAPS marker 개발
○ 무 유전자원의 CGMS 종류 분포 조사

      
                  웅성가임           웅성불임        불임회복유전자판별

〈효소처리에 의한 웅성불임 유전자 판별〉

□ 기대효과

○ 다양한 교배조합 작성이 가능하여 일대잡종 육종이 활발해질 것임  
○  분자표지에 의한 선발로 조기간접 선발이 가능하여 품종육성의 연한이 단축되고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육종 가능 

○ 무 분자육종의 새로운 기술 개발로 종자 생산 단가 절감

연구자 : 김기택, 031)290-6194, ktkim65@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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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 실용화 촉진 연구

□ 연구배경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실용 품종 개발 필요성 증대 
○ 육성자 권리 보호를 위한 유전자 판별기술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감자 및 배추 유전자 판별기술 개발
- 감자 품종 구분용 마커 및 감자역병 교배형 판별법 개발(특허출원)
- RAPD를 이용한 배추뿌리혹병 저항성 유전자 판별기술(특허출원)
○ 배추 형질전환 기술 개발
- In planta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배추형질전환법 개선(특허출원) 
○ 형질전환 배추와 감자의 특성 평가 및 계통 육성
- 제초제 저항성 감자 및 제초제·해충 복합저항성 배추
○ 유용 2차 대사산물 발현 유용 유전자 개발 및 활용 
-  Resveratrol 및 SAM 고함유 감자 개발(특허출원)

      SCAR마커 활용감자 역병교배형 판별     SSR 마커를 활용한 감자 품종 판별

       제초제 저항성 감자(우)     고혈압예방물질 생산 감자  배추 in planta 형질전환

□ 기대효과
○ 제초제 및 해충 복합저항성 배추 실용화 추진(농우종묘)
- 종묘회사에서 필요시 품종 개발에 공동 이용
○ 제초제 저항성 감자 및 제초제·해충 복합저항성 배추의 품종화 추진

연구자 : 서효원, 033-330-1514, shwonkw@rda.go.kr
                                    이정윤, 033-330-1616 jyoonlee@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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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난지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 연구배경

○ 전통 교배육종의 한계 극복 위한 생명공학 기술 개발 시급 
- 참다래, 마늘은 형질적 특성상 특수목적 품종 개발이 어려움
- 참다래는 자웅이주 식물로 교배부본인 수품종의 가치판단 곤란
○ 4배성 잡종체를 이용한 무핵성 감귤 품종 육성 활발 : 미국 등

□ 주요 연구성과

○ 감귤 원형질 융합체 식물체 육성 및 분자마터 개발 연구
- 원형질 융합체 유기 : 4조합 764개체 유기
- 3배체 양성 : 기내배양 적정 배지 선발 
- 감귤 다배성 관련 SCAR 마커 제작 : 1종
○ 참다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개발
- 형질전환체 획득(Chx 유전자 삽입) : 8개체
- 참다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원형질체 분리조건 확립 
○ 난지형 마늘 원형질체 융합기술 개발
-   원형질체 분리조건 구명 : 1% Macerozyme-R10(6hr), Cellulase-R10(2%)

         감귤 기내식물 유기     참다래 형질전환체      마늘 원형질체 분리  

□ 기대효과

○ 형질전환 및 원형질체 융합에 의한 신기능성 난지원예작물 개발
○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난지원예작물 조기 품종 육성

연구자 : 김성철, 064)741-2575, kimse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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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누구라도 손쉽게 버섯 품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내 고유 육성품종의 개발로 국제 분쟁 가능성 대비

□ 주요 연구성과

○  다포자 임의교배법에 의해 육성된 교배이핵균주는 양친형 25%~37.5%, 
hybrid형 62.5%~75%으로 나타났음.

 

○ 느타리버섯 소수성 단백질 유전자(hydrophobins, 577bp) 분리
○ 수분 환경적응력이 강한 품종육성에 활용
○ 새로운 버섯 품종 3종 육성 : 느타리 2, 팽이 1종
○ 국제 품종보호법 (UPOV) 발효대비 국내 품종육성 보급
○ 느타리버섯
- 생육온도 : 19~24℃, 생육 일수 짧고(5~10일), 병당 수량 높음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 수    량 : 153g/850ml       • 수  량 : 135g/850ml

다포자 임의교배법을 활용한 
버섯품종 조기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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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법
  • 노랑느타리 : 재배배지는 미송(5)+비트펄프(3)+면실박(2)
  • 분홍느타리 : 재배배지는 미루나무 톱밥(8)+미강(2)
○ 야생 균주간 교잡 순백색 팽이버섯

             토종(갈색)             중간모본(연갈색)            신품종(백색) 

- 생육온도 : 18~20℃, 생육일수 21일, 기존 백색재배종보다 2~3일 빠름
- 품질 
  • 순백색 계통으로 갓형태가 고르며 대길이가 길어 상품성이 높음
  • 갓의 흡습성이 낮아 품질이 우수하고 대 기부의 부착성은 높은 편임
○ 버섯재배 안전생산 기술개발
- RT-PCR에 의한 품종별 느타리버섯 바이러스 동정
- 온·습도가 바이러스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온·습도는 바이러스의 양적 발현에 미미한 영향

□ 기대효과

○  품종육성이 필요한 다양한 버섯품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간단한 
교육을 통하여 보충하는 효과가 있음

○  고유품종 육성으로 도입품종 대체, 국제분쟁 가능성 해소 및 수출경쟁력 제고

연구자 : 공원식, 031)290-0377, wskong@rda.go.kr



100

최고품질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 연구 배경

○ 쌀 시장개방 및 소비감소 대응 우리 쌀의 품질향상 
○ 식품소비 고급화 및 웰빙추구 문화에 발맞춘 기능성 벼 품종 개발 

□ 주요 연구성과

○ 쌀 외관 품질과 밥맛이 우수한 밥쌀용 벼 품종 개발 : 14품종
- 보통기 이앙 재배용, 직파용, 만식용 단기생육성, 초다수성 
○ 가공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 4품종
- 총체사료용, 유색미(적색), 일반형 찰벼 , 통일형 찰벼 
   <최고품질 품종 ‘호품벼’>
-  쌀 외관 품질 및 밥맛이 매우 우수, 단간 내도복성, 직파적응성, 
  3대병해 복합저항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유색 기능성 신품종 ‘홍진주’
 
- 항산화 작용 ‘카테킨’ 등 기능성 물질 고함유 (적진주 대비 116%)         

              홍진주                   적진주벼           기능성화합물(적색) 비교

□ 기대효과

○ 우리 쌀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 소비촉진

연구자 : 이영태, 031)290-6650, lee4906@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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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좋아하는 총체보리 
품종 개발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총체보리의 사료가치 우수성 입증으로 재배면적 및 수요 급증 추세
- 재배면적 : ('03) 893ha → ('05) 9,787 → ('06) 14,721 → ('10, P) 50,000
○  경종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다수성 총체맥류 
전용품종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급

○ 총체보리 사일리지를 소에 급여시 까락이 기호성에 영향을 줌
- 소의 기호성 : 일반망(거친망) < 활망(매끈망) < 삼차망 
○ 기존 품종은 대부분 일반망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 개발 시급

□ 연구개발 성과

○ 까락이 매끄러운 가축선호성 총체보리‘우호’개발
- ha당 건물수량이 11톤, 생체수량 37톤으로 10~12% 증수
○ 까락이 퇴화하여 뭉툭하게 변형된 가축선호성 총체보리‘유연’개발
- 까락이 퇴화하여 부드러운 삼차망이며, 초형이 직립으로 도복에 강함
- ha당 건물수량이 11톤, 생체수량 30톤으로 올보리와 같은 수준임
○ 중부지역적응 극조숙 총체보리 품종 ‘소만’개발
- 극조숙 품종으로 숙기가 1주일 빠름
- ha당 건물수량이 10.6톤, 생체수량은 32톤임

         ‘우호’                  ‘유연’                 ‘소만’

□ 기대효과

○  가축선호성 양질 총체보리 개발로 국내의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제고

연구자 : 박태일, 063)840-2239, parkt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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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소비확대를 위한 
용도별 품종 육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수요확대를 위하여 식용 및 용도별 가공적성에 알맞은 고품질 맥류 품종 개발

□ 연구개발 성과

○ 내재해 고품질 다수성 보리 신품종 개발
- 겉보리‘혜미’: 내도복 다수성, 엿기름용, 417kg/10a
- 겉보리‘황금찰’: 황색호분, 찰성, 408kg/10a
- 맥주보리‘오름’: 호위축병 저항성, 543kg/10a(80% 증수)  

            ‘혜미’                    ‘황금찰’                     ‘오름’

○ 제분율이 우수한 밀 품종 및 총체귀리 품종 개발
- 국수용 밀‘다분’: 고제분율, 출수와 성숙이 빠름, 511kg/10a
- 찰밀‘신미찰1호’: 저아밀로스, 제빵용, 부침용, 558kg/10a

- 총체귀리‘조한’: 월동가능, 사료용, ha당 10.7톤 

            ‘다분’                   ‘신미찰1호’                 ‘조한’

□ 기대효과

○ 가축선호성 양질 총체보리 개발로 국내의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제고

연구자 : 박태일, 063)840-2239, parkt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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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용도별 고품질 안전 다수성 
품종 육성

□ 연구 배경

○ 콩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 개발에 의한 콩 자급률 제고
○ 수입콩과 차별화를 위한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 육성
○ 소득작물 전후작 재배에 적합한 단기성 품종 육성

□ 주요 연구성과

○ 장류콩 ‘만수’ : 내병성 및 도복에 강한 대립 다수성
○ 밥밑콩 ‘흑미’ : 녹색자엽 검정콩으로 조숙 내재해 다수성
○ 풋콩 ‘녹원’ : 키가 짧고 꼬투리 밀착형의 가지용 대립풋콩
○ 풋 완두 ‘대협2호’ : 당함량이 높은 대립으로 외관품질 우수 

           대립 장류콩 “만수”  녹색자엽 검정콩 “흑미”      풋콩용 “녹원”

□ 기대효과

○ 수입콩과 차별화 전략을 통한 식용콩 자급률 향상
○ 신수요용 특수용도 콩 품종개발에 의한 콩 소비확대  

 연구자 : 백인열, 053)582-0641, baeki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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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옥수수 수입종자를 
국산종으로 대체 보급

□ 연구 배경

○ 국내 사일리지 옥수수 종자 보급률이 낮음
○  사료용옥수수 재배농가는 건물수량이 많고 쓰러지지 않으며 잎이 늦게까지 
푸른 품종을 요구함

○ 수입종을 대체할 다수성, 내도복, 후기녹체성 사일리지옥수수 육성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광평옥 : 광지역성, 다수성, 푸른잎 유지기간이 김(건물수량 19.5톤/ha)
○ 청안옥 : 잎이 서 있는 새로운 초형으로 쓰러짐에 강함(건물수량 18.6톤/ha)
○ 강다옥 : 푸른색 유지기간이 길고 곡실 겸용(건물수량 18.8톤/ha)
○  이들 품종들의 홍보와 조기보급을 위해 2006년 전국적으로 16개 지역 34개
소에서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  외국 수입품종 P3156 등에 비해 건물수량과 성능이 대등하였으며 아래 잎
이 푸르고 쓰러짐에도 강해 신품종들의 우수성 확인      

            광평옥                  강다옥          농가현장 평가회(‘06 화성)

□ 기대효과

○  수입종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하고 종자가격도 저렴한 국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으로 수입종자 대체 및 국산종자의 확대 보급 크게 기대

연구자 : 문현귀, 031)290-6745,  moonh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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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염성 형질전환 벼 개발

□ 연구 배경

○  새만금 사업 등 신간척지 조성에 따른 내염성 품종 개발 요구 증대 (국가별 
간척 가능면적 대비 간척비율 : 한국 40%, 일본 89%, 네델란드 94%)

○ 전통육종기술에 의한 자포니카형 내염성 벼 개발의 한계

□ 주요 연구성과

○  유묘 내염성 검정결과 N111-5-3-4, N116-3-4-6 계통은 반복성 있게 대
조구보다 강한 내염성을 나타내었음

○  Southern에 의해 1copy 도입 3개체, Northern에 의해 발현이 강한 4개체
를 선발하였음 

유묘내염성 검정

                   Southern 분석                  Northern 분석

□ 기대효과

○ 신간척지 적응 내염성 품종 개발을 위한 중간모본 육성
○ 내염성 벼 개발을 통한 간척지 이용효율 제고
       

연구자 : 신운철, 063)840-2169, shinw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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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 벼 형질전환 기술 개발 및
형질전환체 육성

□ 연구 배경

○ 벼 형질전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 개발 필요
○ 고 부가가치 벼 품종육성을 위해 기능성이 강화된 형질전환 벼 육성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목표 유전자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증가 시키는 방법 개발 
- 벼 형질전환 효율 증진 : 2~5%(기존) → 50~80%

                        기존방법                     개량방법

○ 아이소플라본 합성 형질전환 벼 육성
- 형질전환 운반체 제작 및 형질전환 벼 작성         

                       형질전환용 운반체                   형질전환체

□ 기대효과

○ 벼 형질전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아이소플라본 합성 형질전환 벼 개발에 의한 고 부가가치 벼 품종 육성

             연구자 : 김율호, 이장용 031)290-6769, kimyuh77@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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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흡수력이 높은 
친환경 벼 개발

□ 연구 배경

○  인산흡수 및 토양인산 이용성 증진관련 유전자를 이용한 친환경 벼 형질전
환체 개발

□ 주요 연구성과

○ 토양인산 이용성이 강화된 친환경 형질전환 벼 개발
○ OsPT 형질전환 고정계통 육성 (OsPT1, 4, 7, 8)
○ 인산 흡수량 : 동진대비 14~150% 증가 (인산 무시용구)  

                           
                 OsPT 계통의 유전자 발현 및 뿌리분포 양상

               
       시험전후 토양 인산함량 변화             계통별 식물체 인산함량

□ 기대효과

○ 시설재배지 논토양 염류집적 및 하천 부영양화 방지
○ 일반 논토양 인산질 비료 무시용 가능으로 생산비 절감

연구자 : 송송이, 055)350-1184, songs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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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목초·사료작물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3,714톤, 4,531천불/년)
○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 잘 견디는 환경적응 국내 신품종 개발 시급
○ 농가보급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종자생산

□ 주요 연구성과

○ 국내 환경적응 목초 및 사료작물 품종개발 : 2초종 13품종 확보
- 이탈리안(IRG) 화산 101호 등 7품종, 오차드(OG) 합성 2호 등 6품종
○ IRG “화산 101호” 종자의 해외증식 및 농가 보급(30톤, '06. 9월)
- 실시료(로열티) 확보 : 종자판매 금액의 2%
○ 월동 사료작물 신품종 시범사업(50개소) 및 농가실증 재배(2개소)  

□ 기대효과

○ IRG 종자 전량 국산화시 연간 40만불 이상 외화 절약
- 사료용 호밀 대체효과 : 연간 100만불 이상
○ 신품종 개발의 경제적 가치평가 : 약 508억원(농진청 평가조정담당관실)
○ 양질 조사료 생산 분위기 확산으로 수입 조사료(연간 60만톤 이상) 대체

□ 금후추진계획

○ 내한성 IRG 신품종의 국내외 증식 및 농가보급 확대
- ('00) 11ha → ('03) 173 → ('04) 500 → ('05) 250 → ('06) 750ha
○ 신품종의 시범사업(전국 67개소) 및 국외 종자증식 추진
○ 극 내한성 IRG 품종육성 : 내한 18호(12월 예정)

연구자 : 김맹중, 041)580-6774, mjk@rda.go.kr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국산화 농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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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최근 고추 탄저병에 의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음 
- 피해 발생률 10~15%, 피해액 1,000억원(추정치) 
○ 세계적으로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없는 실정임
○  종간 교잡을 통한 고추 탄저병 저항성 중간모본을 육성하여 민간 종묘회사에 
분양

□ 주요 연구성과

○ 탄저병에 저항성인 AR 1,2,3,4호 등 4계통 육성
○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야생종 고추 Capsicum baccatum var. 
pendulum을 재배종 고추인 Capsicum annuum에 도입하여 종간잡종 육성  

○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해도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여 금후 탄저병 
저항성 품종 육성 재료로 활용 가능

                 ‘AR 1호’            ‘AR2호’             ‘AR4호’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

□ 기대효과

○ 저항성 품종에 의한 탄저병 피해율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
- 피해 발생율 10~15 → 5%, 농가소득 증대 500억원/년(추정치)
○ 탄저병 저항성 품종 육성에 의한 국내 고추종자의 수출증대에 기여

연구자 : 채영, 031)240-3566, chyoung@rda.go.kr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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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재배종 마늘은 유전적으로 불임성으로 교잡에 의한 품종육성이 불가능함
○  1980년대 초 마늘 가임 유전자원의 소재가 보고된 이후 교잡 육종에 의한  
품종 개량 가능성이 제시됨

□ 주요 연구성과 

○ 마늘 불임원인 구명 : 감수분열시 염색체의 대합이상, 상호전좌 등
○ 마늘 교잡을 이용한 육종 기술 및 체계 확립
- 육종기술의 문제점 해결(개화기 조절, 발아율 향상, 웅성불임 유전양식)
- 모본 개화기 조절, 주아적제, 매개충 이용 교배, 채종 기술 등
○ 가임 마늘을 이용한 마늘 품종 육성 : ('06년) ‘다산’, ‘화산’, ‘천운’ 마늘 
- 한지형 마늘에 비해 수량 30% 증대, 인편수 5.3개/구

    
                  ‘다산’               ‘화산’               ‘천운’

□ 기대효과

○ 가임 마늘을 이용한 교잡육종 체계 확립으로 마늘 교잡육종 가능성 제시  
○ 마늘 종구 수입 대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외래 병해충 유입 방지
○  ‘화산’ 및 ‘천운’ 마늘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6쪽마늘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 가능

연구자 : 윤무경, 031)240-3573, yoonmk@rda.go.kr

꽃피는 마늘을 이용한 교잡육종에
의한 마늘 품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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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복교잡 무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시판 무 품종은 단교잡을 이용하여 육성하고 있음
○  단교잡 품종은 순도는 높으나 채종이 어렵고 복교잡 품종은 채종률은 높으나 
순도가 낮음

○ 채종 관여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고순도 복교잡 품종 육성

□ 주요 연구성과 

○ 국내 대형무 품종 50여점에 대한 자가불화합 인자형 동정
○ 기 보고된 감별 프라이머로 PCR based selection 기법 개발
- SI 인자형이 이형접합인 개체의 신속, 정확한 선발 가능
○ 선발된 개체를 4년간 세대진전하여 5개 복교잡 품종 육성
○ 2006년 품평회 실시하여 9계통을 중간모본 선발 등록 

     
                     고순도 복교잡 품종     중간모본 원예10028호

□ 기대효과

○ 대형무 육종의 새로운 기술 개발로 종자 생산 단가 절감
○ 자가불화합 인자형이 확인된 계통 분양으로 활용도 증대
○ 해외채종의 경우 단교잡 품종보다 품종 보호 가능 

연구자 : 박수형, 031)240-3581, psh@rda.go.kr



112

외국 도입품종 대체 고품질 사과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사과 재배면적의 감소 : ('90)49 →('05) 26천ha
○ 후지, 쓰가루 품종 편중 재배로 노동력 집중 및 홍수 출하
○ 소비 진작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고품질, 생력재배형 품종 육성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홍로’등 14품종 육성 7품종 보급 : 2,686.6ha ('02)
○ 육성 품종 해외 품종보호 출원 : ‘홍로’, ‘선홍’, ‘서홍’, ‘홍금’ (중국)  
○ 조생품종의 다양화 : 8월 상중순(‘서광’, ‘썸머드림’),
 8월 중하순(대과 ‘선홍’, 기능성 ‘서홍’, 고품질 ‘만복’)
○ 2006년 육종품종 특성(3품종)
- ‘만복’ : 수확기는 8월 상중순, 평균과중은 250g, 당도는 14°Bx 
- ‘홍소’ : 수확기는 9월 상중순, 평균과중은 295g, 당도는14.3°Bx  
- ‘홍안’ : 수확기는 9월 하순, 평균과중은 309g, 당도는13.7°Bx, 
 

                ‘만복’                ‘홍소’                   ‘홍안’

□ 기대효과

○ 수출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로열티 분쟁 극복
○ 외국 신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재식시 로열티 지불 효과 : 11.5억원
○ 국내 육성품종 재배면적 확대 : ('97) 4품종 1.9 →  ('02) 6품종 8.74%
○ ‘쓰가루’ 대체 품종인 ‘홍로’의 경제적 가치 : ('03) 606 → ('07) 970억원

연구자 : 허성, 031)240-3609, sycaru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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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배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배재배 면적의 감소와 중국산 과실 수입개방 압력이 큼 
○  국내 배 재배품종은 대과종인 ‘신고’로 편중되어 있어 노동력 집중 및 홍수
출하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성 품종과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중소과 수출용 품종 개발 요구됨
- 수출량 : ('06) 28개국 16,677톤, 36.7백만불

□ 주요 연구성과 

○ 2005년까지 숙기 및 특성이 다양한 ‘원황’, ‘추황배’ 등 17품종 육성
- 신품종 재배면적 : 4,064ha(전체 재배면적의 15% 차지)
○ 해외 품종보호 출원 : ‘조생황금’등 19품종(중국), 2품종(캐나다)
○ 2006년 육성품종 특성(2품종)
- ‘수영’ : 과중이 400g 내외의 중과로서 당도가 15°Bx인 수출용 품종  
- ‘만황’ : ‘추황배’와 같이 당산이 조화되어 풍미가 있고 저장력 우수함

                           ‘수영’                   ‘만황’

□ 기대효과

○  신품종 재배면적의 확대로 신선하고 맛좋은 배를 연중 공급하여 다양한 소
비수요 충족

○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품종 개발로 수출 촉진 및 내수 안정 
○ 단일품종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아 농가소득 안정화 

연구자 : 신일섭, 031)240-3606, shini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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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및 생력재배형 생식용 포도 
품종육성

□ 연구 배경

○ 과실 수입자유화 및 품종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육성 및 보급 시급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지역별 포도 생산 특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품종 육성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9품종 육성

○ 농가 보급 중인 품종 : ‘청수’('93), ‘홍단’('94), ‘탐나라’('98),
 ‘홍이슬’(2000), ‘흑구슬’(2000)
○ 농가보급 준비(품종보호권 처분) 중인 품종 : ‘흑보석’('03)
○ 품종보호 출원 중에 있는 품종 : ‘진옥’('04), ‘수옥’('04) 
○ 육성 품종 해외 품종보호 출원 : ‘탐나라’등 3품종
○ 2006년 육성품종 특성(1품종)
- ‘두누리’ : 생식/가공 겸용 생력재배형 흑색 포도

                 ‘홍이슬’      ‘흑구슬’      ‘흑보석’     ‘두누리’

□ 기대효과

○ 수입 자유화 대응 우리 포도 산업 경쟁력 강화
○ 품종 로열티 강화 추세에 따른 재배농가 로열티 부담 경감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으로 포도 소비 촉진
○ 관광 농원, 가공 등 포도 재배 농가의 특화 지원 

연구자 : 박교선, 031)240-3613, kyosu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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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 신품종 조기 확대보급

□ 연구 배경

○ 로열티 지불, 직무육성 품종의 보급 지연
○ 개발 품종의 소비자 선호도 판단 및 생산자 포장에서의 생육반응 검토 필요
○ 농가 선호 품종 확대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 및 소득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신품종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8회 
○ 직무육성 신품종 보급 : ('05) 7작목, 27품종 → ('06) 20지역, 8작목, 26품종 
- 채소 : 고품질 내병성 수박 '강타꿀' 등 5지역, 2작목, 7품종 
- 과수 : 극조생 대과종 배 '한아름' 등 3지역, 2작목, 4품종 
- 화훼 : 수출용 접목선인장 '수연' 등 12지역, 4작목, 15품종
○ 우수품종 화훼 장미 등 7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 예정 
○ 신품종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8회 
- 재배자, 인근독농가, 전문가, 연구지도사, 관계자들에 대한 반응조사
- 마늘 보급 신청, 수박은 채소과, 종묘회사와 확대 보급 협의

  
                수박 ‘강타꿀’       복숭아 ‘진미’       장미 ‘핑키’

〈농가 현장에서 육성된 신품종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 기대효과

○ 화훼 등 8품종은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07년 사업추진)
○  품종이용촉진사업, 확대보급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주산단지 중심으로   
조기 보급 가능

연구자 : 김재영, 031)240-3697, kkimj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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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이 있는 참다래 
우리품종 개발

□ 연구배경

○ 참다래는 웰빙 영향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량 : ('03) 13 → ('06) 32천톤
○ 소비자 기호도가 그린키위에서 황색과육인 골드키위로 변함
○ 외국품종에 대응한 국내 재배에 적합한 골드키위 품종 육성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황색과육인 ‘제시골드’ 신품종육성
- 숙기 : 10월하순~11월초순
-  당도 14.5°Bx, 대과성으로 평균과중은 121.1g, 수량 4톤/10a 
- 과즙이 많고 씹는 맛이 있어 식미가 우수함

• 현장 평가 결과 수입산에 비해 기호도가 10%이상 높았음

             ‘제시골드’ 착과모습               과육색 비교

□ 기대효과

○ 국내 품종육성으로 재배농가 로열티 부담 감소
○ 소비자 기호도에 적합한 품종 육성으로 소비확대

연구자 : 김성철, 064)741-2575, kimse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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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 감귤 품종 육성 및 보급

□ 연구 배경

○ 오렌지 수입량 증가에 의한 소득 저하로 조생 온주밀감 장기전망 불투명
○ 조생 온주밀감 보완 고품질 만감류 '한라봉' 재배 증가
- ('01) 486 → ('05) 1,104 → ('10) 1,500ha
○ 자체육성 ‘하례조생’, ‘탐나조생’ 품종 보급으로 감귤 농업인에게 희망 부여 
○ 조생 온주밀감계 고품질 품종 및 보완용 만감류 품종육성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수입 오렌지 대응 고품질 네이블오렌지 '풍광' 품종 육성  
-  수입오렌지에 비해 당도 0.5°Bx 높고 산함량 0.3% 낮아 당산비가 매우 좋음
- 고당도, 저산미 감귤류 신품종 육성 : 6계통 1차 선발
○ 직무육성 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농가시범보급 확대 및 판매권 분양
- ‘하례조생’ 및 ‘탐나조생’ 농가 시범보급 확대: ('05) 4 →('06) 20농가 
- 묘목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판매권 통상 실시 : 4개 묘목업체
○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 감귤교배조합 및 교배 실생묘 육성 확대 : 30개 교배조합, 3만주
- 감귤육종 포장 현대화(5.6ha), 인력·예산 확충(2007년 감귤시험장 직제개편)

‘풍광’ 네이블오렌지   제감 가-1호

□ 기대효과

○ 고품질 육성 품종으로 재배,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조수익 증대
○ 온주밀감 위주의 감귤 산업이 품종 다양화로 고소득 재창출
○ 우리 품종 육성, 보급으로 외국 품종 의존 묘목 보급체계 개선 및 로열티 절감

연구자 : 박재호, 문영일, 064)730-4144, parkjh@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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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밀감 및 만감류 고품질 생산 
대목 품종 선발·육성

□ 연구 배경

○  온주밀감에 이용되는 대목은 대부분 탱자로 당도가 낮고 산함량이 높은  
특성을 발현시킴

○  만감류 재배가 확대되면서 대목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목 기초연구는 
미흡함

○  한라봉 품종에 맞는 대목의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의 대목선택시  
혼란 초래

□ 주요 연구성과

○ 온주밀감 및 만감류(한라봉, 하루미) 대목 육성 연구
- 육성목표 : 당도증가, 수세조절, 내재해성
-  유망 대목 선발 : 홍귤(재래귤) 등 10개체 특성 검정중, 시쿠와샤, 홍귤 1차 선발
○ 대목에 따른 한라봉 생장특성 및 과실품질 특성 구명(2004~2006)
- 과실의 당 및 산함량 : 스위글 13.5°Bx, 1.24%, 탱자 14.3°Bx, 1.38% 
- 나무높이 및 폭 : 스윙글 2.64m, 2.25m, 탱자 2.38m, 1.79m 
- 나무당 수량 : 스윙글 12.3kg, 탱자 6 kg 
- 스윙글 시트루멜로 대목이 수체생장, 수량, 산함량은 양호하나 당도가 감소됨

                    대목별 한라봉의 생육상태   한라봉 결실상태(스윙글 대목) 

□ 기대효과

○ 당도 증진 및 신맛 감소를 위하여 온주밀감에 적합한 대목 육성
○ 하우스재배 한라봉의 수량 증대 및 과실품질 향상
- 농가소득 10~20% 증진

연구자 : 문영일, 064)730-4143, yimoon@rda.go.kr



토종 농산물로 
새로운 가치 창출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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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적응 신작목 개발 

□ 연구배경
○ 재배면적 감소되고 있는 감자 및 배추 대체작목 개발 시급 
○ 고랭지 친환경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관작물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고랭지 전통 재래종 콩 수집(25계통) 및 유망 유색콩 5계통 선발
- 고랭지 적응 전통 재래콩 브랜드화를 통한 신수요 창출
- 검정콩 2계통, 쥐눈이콩, 청색콩, 밤색콩 각 1계통

             쥐눈이콩                 청색콩                  밤색콩

○ 고랭지 신작물 재배 적응성 검정 
- 신채소작목 선발 : 꼬꼬마양배추, 금강산꽃양배추, R하070무
- 야콘 30일 육묘 후 정식 : 수량 2,650kg/10a, 당도 : 12.2 oBx
- 소과류 : 씨벅선, Rubus속 등 38종 적응성 평가

             꼬꼬마양배추              야  콘                블루베리  
    
○ 고랭지 적응 녹비작물 및 경관작물 선발
- 녹비작물 : 헤어리베치 ‘Welta’ (월동률 72%, 건물수량 273kg/10a)
- 경관작물 : 네마장황, 안젤리, 해바라기 등 3종

□ 기대효과
○ 고랭지 주산물인 감자, 배추의 대체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확보 
○ 다양한 고랭지 재배작물의 제시로 농가 선택폭 확대

연구자 : 옥현충, 033-330-1621, hycok1@rda.go.kr
         이예진, 033-330-1626, sicmul@rda.go.kr
         이준구, 033-330-1821, goahead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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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식물의 농업 신소재 탐색 및 
이용기술 개발

□ 연구배경

○ 고랭지 자생 자원식물 활용 신소재 산업화 : 4,000여종
○ 자생 자원식물 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 DB화

□ 주요 연구성과

○ 자생 이끼류의 고부가 상품생산 기술 개발
- 생육환경 : 습도 80% 이상, 포자발아 기술 확립
- 용기재배 시 6개월 이상 장기간 관상가능

            나무이끼          솔이끼               상품화 용기재배

○ 새집증후군 개선을 위한 자생 양치식물 선발
- 선발식물 : 봉의꼬리, 돌토끼고사리, 알록큰봉의꼬리 등 5종
- 포름알데히드 흡수능력이 우수하고 실내에서 재배하기에 적합

               봉의꼬리          돌토끼고사리        알록큰봉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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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류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대량증식법 개발(KIST, 상지대 공동)
- 혈당강하 효과 : 곤달비 16~37%, 곤드레 10~33%
- 생물반응기 배양 기초기술 개발 : 개두릅 등 3종

                  곤달비         곤드레       항당뇨 동물실험 효과

○ 국내 자생 유전자원 식물 수집 및 특성 평가
- 백두산 식물 등 한국 특산속 식물 294종
- 전국 3,500종에 대한 생태분포도 DB 작성 

        독미나리                  감국                     특산속 식물 DB

  ○ 극지식물 유전자원 수집 : Draba sp. 등 고등식물 12 

 북극에서 수집한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

□ 기대효과

○ 이끼류 산업화 종합생산 시스템 구축 보급
○ 곤달비 및 고사리 주년생산 기술 지원 : 양구군 
○ 북극식물을 이용한 고랭지 채소의 저온 스트레스 경감연구 활용

연구자 : 유동림, 033-330-1830, ydl5901@rda.go.kr
         서종택, 033-330-1811, jtsuh122@rda.go.kr
         서효원, 033-330-1514, shwonkw@rda.go.kr

일련
번호

이름
초장
(cm)

줄기굵기
(mm)

엽장
(cm)

엽폭
(cm)

엽색
(RHS)

잎의반
점유무

잎형태

1 까실쑥부쟁이 135.0 6.7 12.2 3.8 G137A 무 첨형

2 좀개미취 43.0 2.5 7.0 G139A 무 첨형

3 무늬쑥부쟁이 62.9 3.6 9.2 2.8 G137C 무 첨형

4 산국 76.0 6.2 10.0 5.7 G139A 무 첨형

5 일본감국 111.7 8.0 6.0 4.3 G137A 무 첨형

6 감국 82.3 12.5 11.5 8.0 G137A 무 첨형

7 감국 68.8 6.1 10.0 6.8 G137A 무 첨형

8 감국 68.5 7.7 10.5 7.6 G137A 무 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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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난지권 핵심작물에 대한 기능성물질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미흡
○ 제주 기간작목인 마늘의 제주산과 수입산(중국)의 기능성 품질 검증이 안됨

□ 주요 연구성과

○ 난지원예작물 건강기능성 물질 분석과 상품화기술 개발
- 제주자생 구릿대 : 항산화 활성 물질 발견(기술이전)
- 제주자생 단지무 새싹채소 : 유채 대비 비타민C 함량 4배 높음
- 양하의 기능성 산업화 : 항암, 항균활성물질 이용 기능성 제품

• 양하의 항암, 항균활성물질 측정방법 기술이전
○ 중국산 마늘과 차별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분석
- 국내산 마늘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음

• 중국산에 비해 조천 124, 구좌 207, 신안 220% 각각 높음
- 총페놀성 화합물 : 중국산 대비 제주산이 1.5배 함량이 높음

              구릿대에서 항산화 물질      새싹채소용 종자개발(단지무)

□ 기대효과

○ 구릿대의 항산화물질을 이용한 항산화제 개발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  양하의 추출 용매별 항암 및 항균활성물질의 함량을 밝혀 기능성 음료 조제에 
활용

○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질비교로 국내산의 소비 확대 

연구자 : 장기창, 064)741-2576, kcjang72@rda.go.kr

난지원예작물 기능성 구명 및 
수입산과의 차별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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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연구

□ 연구 배경

○  제주도는 다양한 자생식물 유전자원이 자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
○ 관상가치가 높은 자생식물을 이용한 새로운 원예 상품 개발 및 보존 필요
○ 국제적 종 다양성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 주요 연구성과

○ 난지 자생 덩굴식물 상품화 연구
- 난지 덩굴식물(남오미자, 줄사철나무) 분화상품 기술 개발
○ 난지 희귀 자생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
- 갯방풍 증식법 개발 : Callus 유기, 식물체 유기 호르몬 농도 구명
- 희귀 자생식물 수집 : 갯대추나무, 피뿌리풀 등 10종
○ 난지 자생 양치식물 수집 및 생태특성조사 
- 제주 자생 양치식물 15속, 71종 수집(상록 50, 하록 18, 동록 3종)
-  상록성 분화 및 실내 관엽용으로 개발가능성 있는 손고비 등 26종 선발

             

               희귀자생식물 대량번식             덩굴식물 관광상품화

□ 기대효과

○ 난지권 자원식물 유지 보존으로 자연생태계 복원
○ 난지 자생식물 상품 개발로 자원의 이용성 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
○ 다양한 난지 자생식물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연구자 : 송은영, 노나영, 064)741-2594, eysong@rda.go.kr



자연에 순응하는
친환경 기반기술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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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니카 초다수성 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질소시비량

□ 연구 배경

○  국내 쌀 시장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득수준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상품성 
쌀과 중·저가 쌀로 품질 및 가격차별 가속화 전망

○ 대량 소비용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저가 쌀에 대한 품질관리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자포니카 초다수성 한마음벼의 완전미 수량을 고려한 적정 재식밀도는  92
주/3.3㎡, 질소시비량은 15kg/10a임
- 쌀수량은 재식밀도 92주/3.3㎡, 질소시비량 15, 18kg/10a에서 가장 많았음
-  완전미 수량은 재식밀도 92주/3.3㎡, 질소시비량이 15kg/10a일때 519kg/
10a로 가장 높았음

□ 기대효과

○  자포니카 초다수성 품종 재배기술체계 확립을 통한 대량소비처용 쌀 안정생
산 및 쌀 품질향상 수입개방 대응

연구자 : 최원영, 063)840-2171, choiw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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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중 보리 이용 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친환경 농산물 선호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증대
○ 환경부하 우려 벼 친환경 재배기술 확산 
- 왕우렁이, 오리 등 이용 벼 재배면적 : ('02)11,077 ⇒ ('06)69,831 ha
    ⇒ 제초제·화학비료 대체 및 절감 벼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추진

□ 개발 기술의 원리

○ 벼 직파직후~생육초기 잡초발생 억제를 위해 보리를 벼와 혼파
○ 보리가 먼저 출아하여 자라 캐노피를 형성 잡초발생 억제 
○  벼가 어느 정도 생육 후(5월하순~6월상순) 물을 대면 보리는 고사되어  토
양에 유기물로 환원되고 벼는 계속 자라게 함

□ 주요 연구성과

 ○ 파 종 기 : 4. 1~4. 30        ○ 파 종 량 : 6kg/10a
 ○ 질소시비량 : 7.7~10.5kg/10a  ○ 제초제살포 : 0~1회
 ○ 관개시기 : 벼 4~6엽기 (5월 하순~6월 상순)
 ○ 잡초방제가 : 82~90%, 쌀수량 : 497kg/10a(관행대비 92~98%)

   
               보리고사 초기                    보리부숙 후기

□ 기대효과

○ 제초제·화학비료 대체 및 절감으로 벼 산업 경쟁력 향상
- 제초제 0~1회, 화학비료 20~30% 절감
○ 환경부하 우려없는 벼 친환경 재배기술 확대 보급

연구자 : 황재복, 055)350-1253, hjb045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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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과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우량계통 
선발 및 종자생산

□ 연구 배경

○ 헤어리베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05 1,320 ⇒ '06 : 8,340ha
○ 헤어리베치 종자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의 수요 확대
○ 외국 수입 녹비종자는 소독약 코팅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에서 사용 불가

□ 주요 연구성과

○ 헤어리베치 우량계통 선발
- 월동률이 높고 녹비생산량이 많은 우량계통 : 금호 1, 중국 2

          마메초           BARLOSA             금호 1             중국 2

○ 헤어리베치 종자생산 
- 쌀 생산조정지이용 헤어리베치 종자 생산 :헤어리베치 120kg/10a, 

    파종기(9월)  재생기(3월)   생육기(4월)   개화기(5월)  결실기(6월) 헤어리베치종자  

□ 기대효과

○ 충분한 녹비량을 확보할 수 있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수입으로 인한 외화절약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종자공급
 

연구자 : 김민태, 031)290-6755, kmt610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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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영 이용 친환경 쌀 생산 기술 
체계화

□ 연구 배경

○ 자운영 1회 파종 지속재배에 의한 쌀 안정 생산체계 확립
○  자운영을 이용한 벼 친환경 재배와 적기이앙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의 자연
스러운 연결기술의 농가 조기 정착

□ 주요 연구성과

○ 자운영 지속재배를 위한 토양 환원시기 구명 : 자운영 결실기(5월 30일 전후)
○ 자운영 논 벼 재배시 환원장해 경감 적정 육묘일수 구명 : 치묘(15~25일모)
○ 자운영 이용 고품질 쌀 생산기술 농가현장 접목 연구 수행(고성, 하동)
- 농가 포장 연시회 개최(6. 1, 고성)
- 시연회 결과 신문, TV 방송 등 홍보 : 34건

                  자운영 결실기                 자운영 토양환원 연시

□ 기대효과

○  남부지역에서 자운영 지속재배와 적기이앙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자연
스런 연계 가능

○ 화학비료 절감 : 생초량에 따라 70% 이상
○ 자운영 1회 파종으로 지속재배  가능
- 자운영 종자 수입 절감 가능(3,566톤 수입절감 가능, '06)
- 노력비 10%, 직접생산비 19% 절감

   연구자 : 김상열, 055)350-1174, kimsy3@rda.go.kr



130

□ 연구 배경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과다 사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큼
○ 해충방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집합페로몬과 콩 종실 조합에 의한 노린재 유인력 증대
- 두류종실별 노린재 유인 순위 : 검정콩류>장유콩류>땅콩류>강낭콩류>팥류
- 노린재 유인력 증진(집합페로몬 대비) : 검정콩류-55%, 장유콩류-36%

○ 시설 잎들깨 친환경 해충관리기술 개발
- 유인포살을 위한 유아등 개선 및 유인트랩 개발
- 유인제 이용 달팽이류 및 채소바구미 성충 방제

□ 기대효과

○ 집합페로몬과 콩 종실의 조합에 의한 노린재류의 대량유인 기술 개발
- 콩 및 과수원에서 노린재류의 친환경 관리의 적극적 실천 기여
○ 시설 잎들깨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로 노약사용 절감 및 식품 안전성 증대

연구자 : 배순도, 055)350-1272, baesdo@rda.go.kr 

친환경 해충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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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흰잎마름병 회피 및 
저항성유전자원 탐색 

□ 연구 배경

○ 벼 흰잎마름병 발생면적 급증: ('02) 2,109ha → ('06) 29,485ha
○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품종의 감수성 증대 : 동진1호 등

□ 주요 연구성과

○ 경종적 방법을 이용한 벼 흰잎마름병 발병 회피
- 발병상습지에서는 조생종 종을 조기 이양으로 수량과 미질 증대 
○ 발병 상습지 균주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원 탐색
-  xa5, Xa7, Xa21 유전자가 벼 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에서 높은 저항성을
  나타냈음
○ 1차 전염원 제거에 의한 벼 흰잎마름병 발생 경감 효과
- 1차 전염원 제거에 의해 초기 병 발생시기를 지연시킴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원과 1차 전염원 제거에 의한 경감효과

□ 기대효과

○ 벼 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생산에 기여 
○ 재배적 방법에 의한 친환경적 흰잎마름병 방제기술 확립

연구자 : 노태환, 063)840-2179, nohtw83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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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잡초관리 
체계 구축

□ 연구 배경

○ 친환경 쌀 생산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기술 개발 필요
○ 벼에 대한 잡초 경합 및 유기농자재 효과 검정으로 잡초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벼의 잡초 경합력 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  이앙시기 조절로 잡초발생은 6월10일 이앙시 5월 25일 대비 80~89% 자감 
- 6월 10일 이앙 후 무제초 제배시 수량 감소 

• 운광벼 13%〈호평벼 17%〈동진1호 18%〈신동진벼 23%
○ 녹비작물 이용 유기농 쌀 생산시 잡초관리 
- 녹비작물 재배포장별 잡초발생량과 쌀수량

• 녹비작물 재배포장별 잡초발생량 비교 
  호밀, 보리 재배구 > 자운영, 헤어리벳치 재배구

• 무비료·무농약·무제초 재배 2년차 쌀수량 감소 정도
  호밀, 보리 재배구(약 1/2) > 자운영, 헤어리벳치 재배구(약 1/3)

□ 기대효과

○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 기술 확립으로 쌀 경쟁력 확보
○ 안전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로 국민 건강 증진

     연구자 : 김 선, 063)840-2232, ks0909@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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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친환경 식물산업 기반 구축

□ 연구 배경

○ 간척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염부하량 저감 및 친환경 제염기반 기술 필요
○ 내염성 밭작물 선발 및 재배를 통한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기술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내염성 식물을 이용한 간척지 토양의 이화학성 개량효과 구명
- 내염성 식물선발 토양의 유기물 증진 및 물리성 개선효과 구명
○ 새만금 유역 지천의 오염물질 거동평가 및 식생에 의한 복원능 평가
- 식생(갈대, 고마리, 부들)에 의한 오염 저니토 복원능 평가 
○ 간척 농지 내 오염부하량 산정 및 평가
- 유입수, 유출수, 침투수에 의한 질소 및 인 부하량 평가
○ 간척지 염생식물원 모델 개발
- 염식물원 조성 모델(안) : 공간 및 동선계획 수립, 개념도 작성
○ 내염성 구근화훼 작물 선발(염농도 0.6%)
- 내염성 구근화훼 : 칸나,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 간척지 적응 내염성 채소류의 간척지 현장 실증 연구
- 간척지 조건에서 내염 채소류의 생육평가 및 재배법 개발

□ 기대효과

○ 간척지 친환경 생물산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 제시 
- 내염성 식물활용 간척지 친환경적 토양개량
- 간척지 작물의 안정생산 및 농업용수 사용 효율 향상
- 내염성 경관작물 선발

연구자 : 이경보, 063)840-2262, lee1214@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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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악취방지법 시행('05. 2. 10)에 따른 규제강화 및 민원 증가 예상
○ 악취 발생단계 및 요인별 저감 종합 대책 수립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사내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개발 산업화 
- 기술이전 : 우진 B&G, 5년간 1,428톤 축산농가 보급

                  출시제품                             기술이전협약 
                         
○ 축사내에 발생되는 악취 제어용 바이오필터(Biofilter) 개발 : 2종

        농가설치 개방형 바이오필터                   밀폐형 바이오필터 

□ 기대효과

○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수입대체 : 년간 약 10억원
○  비육돈 미생물제제 급여시 : 악취물질 60% 저감, 사료 13.7% 절감, 증체율 
14.1% 향상 

○  간편하고 설치 용이한 악취 저감장치 보급 : 암모니아 90%, 황화수소 87% 
저감 

연구자 : 김태일, 031)330-0651, kimti@rda.go.kr
 송준익, 031)290-1713, sjunni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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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B방법에 의한 양돈분뇨(슬러리) 
처리

□ 연구 배경

○ 현행 양돈분뇨(슬러리)처리방법의 문제  
- 퇴비화 : 양돈농가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으나 가동율 저조 
- 액비화 : 악취 및 성분 불균일 등으로 경종농가 수요 저조
- 정  화 : 시설 및 운전비 과다, 운전의 전문성 등으로 농가 이용성 제한

□ 주요 연구 성과

○  SCB방법 : 기존 퇴비화시설의 바닥을 물빠짐과 통기성이 양호하도록 개조하
고 상층교반방법으로 변환함으로써 탁월한 생물여과(Biofiltring, 퇴비단여과) 
기능을 가짐 → 무취의 저농도 액비를 생산
- 분뇨의 성상과 액비시용 여건에 따라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선택적 이용 
○ 양돈분뇨처리의 기술적 방향 및 효과적 수단을 동시에 제시 
- 무취의 저농도 액비화 → 작물이용 → 단순형 저비용 정화처리

           SCB방법                 논 시용 간편               정화처리수

○ 농가 보급 실적 
- SCB방법 농가설치 : 138개소('03~'06)
- SCB액비 논 시용 급속 증가 : '04년 대비 '06년 5배 증가(경기 이천지역)
   • ('04) 8ha → ('05) 24ha → ('06) 40ha

□ 기대효과

○ 양돈농가 퇴비화시설을 효과적인 처리수단으로 변환  →  자가처리 가능
○ 양돈농가 퇴비화시설 정상가동으로 2,000억원 경제적 효과 발생 등

연구자 : 박치호, 031)290-1722, parkch@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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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장미 뿌리혹병 피해해석 및 
방제 기술

□ 연구 배경

○ 장미 뿌리혹병 발생증가로 고품질 장미안정 생산 위협 : 0~32%
○ 장미 뿌리혹병에 대한 피해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방제법 개발이 요구됨

□ 주요 연구성과 

○ 장미 뿌리혹병은 현저한 수량감소 : 건전주 대비 39% 저하됨
○ 개화소요일수 증가 : 건전주 대비 8~10일 개화가 늦어짐  
○  삽목이나 채화시 전정가위를 1% NaOCl에 침지하여 소독 후 사용함으로써  
전염을 예방할 수 있음

   
                   개화기 지연                     도구소독에 따른 발병률

□ 기대효과

○  뿌리혹병은 삽수 및 채화시 전정가위 소독으로 예방적 방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병해임을 알려 피해 경감

○ 장미 재배농가 및 묘목 생산업체에 뿌리혹병 피해 인식 제고
○ 장미뿌리혹병 예방을 통한 장미의 안정생산 기여

연구자 : 한경숙, 031)290-6233, kshan9@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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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왜화바이로이드(CSVd) 
발생현황 및 건전묘 보급

□ 연구 배경

○  국화는 연간 평균 생산액이 약 1,030억원이며, 연간 수출액이 858만불로  
주요한 화훼작물임 

○  국화왜화바이로이드(CSVd)는 전국 국화 재배지에서 발생하며 전국평균  
감염율이 10%~66%에 이름

○ CSVd 감염시 초장, 잎 꽃 크기가 30~50% 감소하여 품질과 수량이 떨어짐
○ CSVd 무병묘 생산공급 기술 개발이 시급함

□ 주요 연구성과

○ CSVd 감염된 국화로부터 생장점배양에 의한 CSVd 제거율은 6% 임
○  CSVd 이병 즙액이 뭍은 도구를 사용하여 1회차, 2회차 사용시 전염율은  
각 각 59%, 47% 임

○ 국화 ‘신마' 품종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무감염 건전묘 보급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등 6개 기관 508주 

   

                신마 CSVd 감염 피해             국화 건전묘 양성 과정

□ 기대효과

○ CSVd 감염에 따른 피해 양상과 감염경로 파악으로 피해 예방
○ 수출 규격품 신마품종의 생산율 향상
○ 건전묘 보급률향상 : 0('06) → 5('07) → 50%('10)

연구자 : 정봉남, 031)290-6236, chbn7567@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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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사과 병해충 진단 
프로그램 개발

□ 연구 배경

○  사과원에서 연중 발생하는 병, 해충, 천적별 형태 및 피해증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료(병해충 식별 도감 등)의 요구 증대

○ 도감 등 자료제작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
○  책자 발간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고 병해충 별로 다양한 증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 주요 연구성과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일반 PC에서 www.apple.go.kr(사과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단프로그램 사용

○  시군 기술센터 지도담당자는 농업인 지도,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과 
재배농가에서는 병해충 진단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이 가능

○  해당 병해충 진단 결과 농약사용정보를 연동시켜 각 병해충에 대한 적용  
약제 및 방법을 검색 가능함

 인터넷 이용 사과 병해충 진단 프로그램

□ 기대효과

○  사과원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다양한 증상을 일반진단 및 전문진단 방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 절감과 농가 만족도 제고

○  문제되는 병해충과 그의 천적을 신속 정확하게 동정하므로서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기에 투입하여 병해충의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음

연구자 : 이동혁, 054)380-3170, apple@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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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고랭지 채소 연작 및 농업환경 변화로 토양전염성 병해 증가
- 생물적 (토착천적), 경쟁적 방제법 개발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필요
○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법 개발 시급
- 합성 농약사용량 감축 : 현재 사용량의 40% 절감(2013년)

□ 주요 연구성과

○ 고랭지 감자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연구
- 약독 바이러스 선발 및 수량성 검토 

• 100(건전주) → 85(약독+강독) → 52(강독)

- 감자 4종 바이러스 동시진단 kit 개발('07 특허)

• PVS, PVX, PLRV, PVY

                                                            감자 바이러스 프라이머 진단
○ 고랭지 배추좀나방 토착천적의 노지방사 효과확립
- 방사방법 : 해충 1마리 이하 발생기에 천적1∼2마리/평, 5회/1주일간 방사
- 방제가 : 야외 기생률 50~70% (고랭지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 천적의 실내사육법 개발('06 영농활용) 후 대량 사육하여 포장 방사
○ 강원 홍천군 소재 친환경 배추재배 농가 백화점 등에 납품
 ※ 시험결과 : 천적 (배추나비고치벌) 5회 방사로 무농약 생산 출하 가능

                        배추좀나방 기생봉      홍천 농가포장

□ 기대효과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고랭지 병해충 종합방제 : IPM 기술 개선활용
○ 배추좀나방 등 천적 활용한 생물방제 효과 및 농가실증 확대
 

연구자 : 천정욱, 033-330-1920, cheonju@rda.go.kr
         이영규, 033)330-1925, yosylee@rda.go.kr 
           권  민, 033)330-1931, mtkwon@rda.go.kr

고랭지 주요 병해충의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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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병해충의 환경친화형 
관리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무분별한 도입 품종 접목으로 감귤 바이로이드 발생 급증 
- 도입 품종 바이로이드 발생률 : ('04)44% 감염(178농가 중 78농가) 
○ 친환경 감귤원의 병해충 관리기술 미확립 : 천적, 미생물 약제 등
○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급증 및 국내외 생산이력제 구축 시급

□ 주요 연구성과

○ 환경 친화적 감귤 병해충의 방제기술 개발·보급
-  친환경 농자재(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이용기술 개발 및 유기농자재를 
이용한 방제력 실증

- 분석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구리제 살포피해 판정기술 개발
- 초생재배 감귤원의 초종별 해충발생 특성 구명 및 활용
- 천적 이용기술 개발(한라봉) : 이리응애(천적) 방사로 귤응애 밀도 억제
○ 한라봉 감귤 바이로이드 진단법 개발
- Multiplex Real-Time PCR 이용 감귤 바이로이드 판정

               구리피해 판정         바이로이드 증상     감귤 더뎅이병 

□ 기대효과

○ 유기합성 화학농약 사용절감
○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감귤병해충 방제로 안전농산물 생산
○ 무독묘 보급으로 한라봉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

연구자 : 현재욱, 064)730-4193, jwhyu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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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해양폐기 금지에 대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기
술 요구

   → 가축분뇨 발생량('06) : 150만톤, 해양폐기량('06) : 14만톤 
○  악취방지법 제정으로 악취저감 기술 및 돈분액비의 농경지로의 적정 환원기술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돈분 발효액의 감귤원 이용성 증진
- 돈분 발효액 살포시 토양 중 화학성분 함량변화 분석 
- 돈분 발효액 살포시 수체 및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돈분 발효액의 화학비료 대체에 의한 경영비 절감가능
○ 미생물 제제 돈분 발효액의 평가 및 이용
- 항균 및 섬유소 고분해 활성균주 Bacillus sp.  선발
- 선발 Bacillus sp.은 축산분뇨 악취(H2S, NH3) 저감효과가 있음

        돈분액비살포 감귤원     항균 및 섬유소 고분해 활성 Bacillus sp.

□ 기대효과

○ 돈분 발효액의 감귤원 적정시용 및 농경지 환원
○ 항균 및 섬유소 고분해 활성균주를 이용한 가축분뇨의 퇴비화

연구자 : 좌재호, 064)741-2592, choa0313@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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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하나되는 
친환경농업 구현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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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핵기생균을 이용한 균핵병 
생물적방제 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은 환경에 대한 부담이나 농산물에 대한 잔류성으로 
생물방제와 같은 친환경적 방제방법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추세임

○  생물방제균은 작물의 방어기작을 활성화, 생육촉진, 기생, 항생물질생산 등 
다양한 기작을 통하여 작물보호나 품질향상에 유용한 기능을 가짐

□ 주요 연구성과

○ 균핵병 방제용 우수 균핵기생균의 선발

○ 작용기작 : 병원균에 침입 추 기생하여 부패시켜 균핵병 발생 억제

○ 균핵기생균 처리에 의한 온실에서 상추 균핵병 발생억제 효과 : 98%
○ 상추 균핵병 방제 농가실증 효과 (양평 친환경 농가) : 75%

□ 기대효과

○  균핵기생균을 이용한 균핵병의 생물적방제 체계확립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가능

연구자 : 이상엽, 031)290-0425, lsy111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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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단고추에서 천적을 이용한 
해충 생물적방제 모델

□ 연구 배경 

○ 착색단고추에서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 잎응애 등이 문제되고 있음
○ 국내생산 착색단고추의 약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수출 착색단고추의 농약잔류 문제가 우려되며, 천적을 사용한 네덜란드산에 
비하여 약 7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됨

○  국내 착색단고추 재배 일부농가에서 천적이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험부족, 
천적의 식별능력 부족, 국내환경에 적합한 천적이용 프로그램이 없어 실패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주요 연구성과

○ 겨울작형 착색단고추의 천적이용 모델 

○ 천적별 이용 방법
- 농약관리 : 파종 후 75~85일까지 (정식 후 40~50일) 

•  수확 전으로 약제 잔류위험도가 낮고, 어린 작물에 진딧물 발생 시 바이러스 
매개 우려되고 우수 천적이 없는 나방류 해충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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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기간이 긴 농약은 천적 사용 2~3개월 전부터 관주살포 금지(예, 이미다
클로프리드)
- 총채벌레 천적 

•  미끌애꽃노린재: 11월 중순 2마리/㎡ 방사, 정착여부 확인 후 필요 시 2월에 
1마리/㎡ 방사

•  오이이리응애: 미끌애꽃노린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11월과 12월에 각각 
200~250마리/㎡ 방사 
- 진딧물 천적

•  뱅커플랜트: 11월 상순에 2포트/660㎡ 투입, 이후부터 뱅커 보리의 생육상태, 
기생봉의 머미 수, 기주 진딧물의 생존 수, 중복 기생봉의 발생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추가 투입 결정

•  콜레마니진디벌: 11월부터 0.5~0.8마리/㎡ 방사, 진딧물 발생 시 1~2마리/㎡ 
방사(4-7회)  

•  진디혹파리: 수염진딧물, 뱅커플랜트 중복기생봉 발생시 2~5마리/㎡ 방사(3~4회)
- 가루이 천적

•  온실가루이좀벌: 황색트랩에 온실가루이 발견 시 1~3마리/㎡ 이상 방사 (약 
10~15회)

•  황온좀벌: 황색트랩에 담배가루이 발견 시 2~5마리/㎡ 이상 방사 (약 10~20회) 
- 잎응애 천적 

•  칠레이리응애: 육안 예찰 점박이응애 발견 시 0.7~3마리/㎡ 방사(약 8~16회)
- 잎굴파리 천적

•  굴파리좀벌: 잎굴파리 발생밀도가 계속 증가될 경우에 한하여 0.5~1마리/㎡ 
방사 (약 3~4회)
- 나방류 천적

•  쌀좀알벌: 나방류 해충은 5월부터 발생하므로 4월 하순부터 7~20마리/㎡ 방
사 (약 15~25회)

□ 기대효과

○ 착색단고추에서 천적 방사시기 및 방사량 결정 가능
○ 천적을 이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

연구자 : 김정환, 031)290-0463, jhk53@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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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대체 잡초방제용 소재 
선발 및 실용화 연구

□ 연구 배경 

○ 제초제 사용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부정적
○  밭이나 시설재배지내의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잡초관리는 
거의 전무의 상태임

○  제초제의 사용량을 억제하거나 제초제 대체 소재를 이용한 작물생산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제초제 대체소재 선발 3종 : WMD-01,-02,-03
○ 대체소재 처리에 의한 잡초발생 억제효과(%)
- 대상작목 : 이식배추

○ 대체소재 처리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 영향 없음
- 생물변동 : 토양 중 미생물, 지표 곤충, 선충 등
- 토양의 화학적 특성 : pH 변화, 염류집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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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후

30일후

처리내역 WMD02+03 WMD01++02+03 펜디유제(대조) 무  처  리

○ 대체소재 처리에 의한 잡초발생 억제효과

○ 제초제 대체소재 처리에 의한 토양 중 미생물 변동 
- 대체소재 처리에 따른 토양 중 미생물상에 안전한 소재
- 제초제 처리후 토양 중 미생물상 

               • 강원 평창

 

               • 경기 수원

□ 기대효과

○ 제초제 대체소재 사용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시
○  농약사용이나 비닐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사용 제한으로 토양이나 수계 등 
환경에 대한 안정성의 보장

연구자 : 이인용, 031)290-8480, leeinyon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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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황유를 이용한 식물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가장 큰 기술적 애로사항인 병해충 문제를 해
결 하고자 함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품재료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제를 개발함으로써  
유기농업 실천 농가의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
고자 함

□ 주요 연구성과

○  식용유를 계란 노른자로 유화시켜 만든 난황유로 각 종 병해충을 예방하거
나 방제하는 목적으로 활용함

○ 준비재료 : 식용유, 계란 노른자, 믹서기
○ 제조방법
- 소량의 물에 계란 노른자 1개를 첨가하여 혼합 
- 계란 노른자 혼합액은 살포량(20ℓ)에 따라 식용유(60㎖) 혼합
-  믹서기로 5분 이상 충분히 혼합 유화시킨 다음 전체 사용량의 물에 타서 작
물에 충분한 량을 골고루 살포

○ 사용방법 : 충분한 량으로 7~14일 간격으로 살포

     식용유      계란노른자    믹서기    난황유         희석             살포

○ 농가포장에서의 병해충 방제효과
- 오이 : 흰가루병 98.9%, 노균병 96.3%
- 상추 : 흰가루병 89.6~94.8%, 결주율 감소 90%
- 장미 : 흰가루병 91.4~96.0%, 점박이응애 83~9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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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난황유 처리, 아래: 난황유 무처리

                     무처리구                       난황유 처리구

□ 기대효과

○ 리후렛 자료 제작 2만부 유기농업 실천농가 배포
○ 난황유 적용 농가 및 작물별 효과

   ※  난황유는 농약 가격의 1/5~8 수준으로 농약사용량을 5% 줄일 경우 연
간 500억원 대체효과를 나타냄

연구자 : 지형진, 031)290-0557, hjjee@rda.go.kr

농가 농가 위치 적용작물
소득(천원)

‘05 ‘06

1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 상  추 40,000 60,000

2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배  추 15,000 20,000

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고  추 40,000 60,000

4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토마토 2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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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법과 녹비작물을 이용한 
유기벼 재배기술

□ 연구 배경 

○ 유기벼 재배시 녹비작물의 재배농가 및 면적이 증가 추세
○ 오리방사 및 유기질비료 사용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 오리농법 재배지 지력유지를 위한 유기자원 시용으로 생산비 증가
○  겨울철 휴경지에 두과 녹비작물 윤작에 의한 양분 및 토양비옥도
   관리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대단위 오리농법 개선

- 오리농법의 개선

- 수질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오리방사 30~40마리/10a 10~15마리/10a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사용 

(400Kg/10a)
녹비작물 재배 
(헤어리베치)

구 분
EC

(dS/m)
NO

3
-N

(mg kg-1)
NH

4
-N

(mg kg-1)

오리방사 0.65 0.25 4.08

헤어리베치 0.53 0.15 1.18

관 행 0.33 0.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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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농법과 녹비작물 이용시 수량 증가 및 물리성 개선
        
     

□ 기대효과

○ 녹비 시용에 의한 수량 증가 및 유기자원 구입비용 절감
○ 오리농법 실천지역 농업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연구자 : 이용환, 031)290-0549, yonghlee@rda.go.kr

처 리
용적밀도
(Mg/m3)

고상
(%)

공극율
(%)

오리농법 1.07 40.6 59.4

헤어리베치 0.98 37.3 62.7

관 행 1.07 40.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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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기계이앙 재배시 비료시용방법 
개선으로 쌀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

□ 연구 배경

○  벼 기계이앙재배시 쌀 품질향상 및 이앙노력 절감을 위한 시비방법 개선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8조식 기계이앙재배 완효성비료 측조시비로 노력절감 및 쌀 품질 향상
- 완전미 수량은 495kg/10a으로 관행 시비와 같음
- 이앙+시비노력은 관행 15.2 → 8조 측조시비 5.5시간/ha(36%)
- 완전립비율 : 관행 90.4 → 8조 측조시비 92.1%
- 단백질 함량 : 관행 7.0 → 8조 측조시비 6.8%

                            이앙광경                                   중기생육

○ 질소시비방법 개선

- 수비시기 변경으로 쌀 품질향상
   ·현미천립중 : 관행 21.5 → 출수전 15일 수비 22.2g
- 분얼비 생략 기비중점 시비로 노력 절감
   ·시비노력 : 관행 1.81 → 기비중점 시비 1.21시간/ha(67%)   

□ 기대효과

○ 완효성비료 8조식 측조시비로 쌀 품질향상, 이앙 및 시비노력절감
-  완효성비료 측조시비는 비료가격이 높아 경제성은 낮으나 노력절감 효과가 
크고 수질오염 경감효과가 있음

-  8조식 측조시비는 6조식 측조시비보다 노력절감효과가 크므로 대규모 영농
에 알맞아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질소 수비시용시기를 출수전 25일에서 출수전 15일로 늦출 경우 현미  천
립중 증가로 품질향상

○  분얼비 생략 기비중점 시비로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없이 질소 시비노력 절감

연구자 : 김상수, 063)840-2172, kimss2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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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저비용 우량묘삼 생산기술

□ 연구 배경

○  관행 묘삼재배는 1년마다 초작지를 찾아 이동하므로 매년 해가림 설치 및 
해체의 반복, 임차료, 관정시설 설치, 이동 경비 등 생산비 증가 됨

○  지역에 따라 해가림 피복재료가 다양하고 해가림 색상도 흑색, 청색, 황색 
등이 사용되고 있어 묘삼생산에 적합한 색상의 선발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우량묘삼 생산기술 
- 최적 차광율 조절방법 및 적정 토양수분함량 구명
   • 차광율 : 50~80% 조절
  • 상토 적정 수분함량 : 용수량의 60% 수준
- 우량묘삼 생산량 : 관행 535 → 919주/3.3㎡(72% 증수)
○ 광질 및 투광량 조절에 의한 묘삼 증수효과
- 청색광(480nm)이 황색광(650nm)보다 묘삼생산량 증가에 효과적임
- 본포 이식가능 묘삼 552주/㎡ 생산(관행 423주/㎡ 대비 30% 증수)
- 청색광 효과 : 수량증가, 고온장해율 감소, 광합성량 증가, 비엽중 증가

          시설하우스 육묘          관행 해가림 육묘        시설하우스 묘삼(좌측)

□ 기대효과

○ 고품질 우량묘삼 공급을 통한 고품질 인삼 생산으로 수출경쟁력 향상
- 품질향상(수삼 1, 2등급 비율) : 현재 15 → 30% 
- 6년근 생존율 향상 : 현재 50 → 65%

연구자 : 이성우, 031)290-6817, lees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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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특산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

□ 연구배경

○  서남부 지역 특산 소득작물(차, 양파, 파 등) 생산기술의 개선 및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필요 

□ 연구성과

○ 차나무 2중 해가림 터널식 삽목기술 개발
- 차나무 묘목생산비 절감(천원/10a) : 17,325(관행)→8,475(▽51%)
○ 생식에 알맞은 우량 품종 ‘신선황’ 육성
- 매운맛이 적고 극조생종으로 조기출하 가능

      신선황(우상:마루시노330)         2중 해가림 삽목상          묘상의 상토 깊이별 발근 양상

○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파종 무멀칭 재배기술 개발
-  노력비 절감 : 92%, 수량 : 비닐피복의 93%, 소득 5% 이상 증대 

  
                                  기계파종         중간생육        기계수확

□ 기대효과

○ 차나무 묘목 생산비 절감 및 급속 증식 가능
○ 국내산 조생종 양파 종자보급으로 값비싼 수입종자 대체
○ 마늘 무멀칭 재배로 환경부담 최소화 및 친환경 재배 가능

연구자 : 문윤호, 남상식, 이을태, 061)450-0145, yhmo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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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화학비료 절감용 미생물제제의 
실용화 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친환경농업을 위한 화학농자재 사용경감을 위한 가능 천연자원 개발 필요
- 농업에 의한 지하수오염 등 환경부하는 OECD 환경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 화학비료 대체 친환경농자재로서 식물생장촉진 미생물이 상용화되는 추세임

□ 주요 연구성과

○ 벼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10~40% 줄일 수 있는 미생물제제 개발
-  Pseudomonas 속 RRj228, Gluconacetobacter 속 T8,    
  Rhizobium 속 KR181 등 6종
○ 미생물제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 개발
- 소독된 종자를 균배양액에 침적접종 → 육묘상자 파종 → 육묘, 이앙

 

          균주접종(10시간)         벼 육묘, 이앙          벼 접종재배 효과

○ 벼 재배용 미생물제제의 실용화 모델 개발 : 「미생물+자운영 활용」

                                              ☞ 비료 절감효과

                                                                     ► 자운영 1.2톤/10a
                                                +미생물 → 40%

                                                                     ► 자운영 0.6톤/10a
                                                이하+미생물 → 20%

□ 기대효과

○ 벼 농사 비료대 600억원/년 절감, 환경오염 부하량 37천톤/년 절감

연구자 : 강위금, 055)350-1257, Kangu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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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논토양 환경개선과 
지력유지 연구

□ 연구 배경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불량환경 논토양 개선 및 지력유지를 위한 볏짚, 녹
비작물의 시용 기술개발 필요 

○  탑라이스 생산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정밀농업을 위한 시비·토양관리 기
술 지원 및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논토양 경반층의 환경특성 및 관리 연구  
- 벼 수량성 및 미질에 미치는 경반특성 구명   
○ 벼 수확시 예취 높이에 따른 지력의 변화 연구
- 볏짚 예취 높이별 부숙정도와 논토양 환경개선 효과구명
○ 호남지역 최고 쌀 및 과실 생산단지 토양환경 관리 연구
- 최고 쌀 및 과실 생산단지 토양환경 및 영농실태 조사 
○ 벼 논 재배시 녹비작물 시용효과 비교시험
- 녹비작물 환원에 따른 논토양에서 부숙정도 및 시용효과 구명 

   
           경반층 특성 전경                    탑라이스 단지별 토양관리방법 제공

□ 기대효과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유지 및 개선 기술 농가 보급   
- 심토파쇄 및 토양관리 방법에 따른 경반층 개량 
- 최고 쌀 및 과실 생산단지 적정 토양관리방법 제공

연구자 : 류철현, 063)840-2271, ych195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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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양질 자급 조사료의 확대 생산을 위해 논 활용 필요
○ 논의 기능을 유지한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총체 벼의 이용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수확적기의 구명 및 사일리지 품질 향상을 위한 첨가제의 개발
- 호숙기~황숙기 이전수확, 전용 미생물 첨가제 개발 및 기술이전
○ 총체 벼 사일리지를 이용한 가축 사양 기술의 개발
- 한우 : 일당증체 9% 개선, 소득 두당 140천원 향상
- 젖소 : 산유량 7% 개선, 에너지 사료 대체 가능
○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보급 : 전국 10개소('05년 8ha,'06년 10ha)
○  한∙일 공동 연구를 통한 정보 교류 : 국제 심포지엄 개최('03,'04,'05,'06)

         미생물 첨가제 기술이전                     한·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기대효과

○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양질 조사료 확보 : 50~60천ha 재배시 전량 대체 가능
○ 쌀 생산조정을 통한 창고 비용의 절감 : 50~60천ha 재배시 750억원
○ 논의 공익적 기능 및 비상대비 식량생산 기반 유지
○ 양질 자급 조사료 급여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연구자 : 김종근, 031)299-2407, jonggk@rda.go.kr

총체 벼 생산·이용 
기술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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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총체보리 사료화 
기술 개발 및 보급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의 확대방안 모색을 통한 지급률 향상
○  친환경 및 자연순환형 축산확대 및 안전 축산물을 위한 신토불이 우리 조사
료(총체보리) 이용개발 선호 

2. 주요 결과

○ 총체보리 사일리지 한우 급여효과 구명 
- 일당증체량 5% 향상, 배합사료 10% 절감, 농가소득 30% 향상
- 1등급이상 출현율 88%(관행 50%) 향상
○ 기술이전 : 섬유질 배합사료 위주 사양프로그램 
-  청정 보리 한우(전북 한우협동조합), 청정 보리 우유(나주시),    
젖소 거세우(나주시)

○  기술협약으로 청정 총체보리를 주된 조사료원으로 이용하는 TMR 공장 준공 
및 패키지화된 종합적인 기술 지속지원

           청정 보리한우    총체보리 사료화, KBS-1TV      청정 보리우유

3. 기대효과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한국형 총체보리 생산 이용체계 확립
- 재배면적 확대 : (현재) 6,281~9,686ha → ('10) 5만 → ('15) 10만 
-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 : 69만톤 전량 대체
○ 총체보리 한우 및 청정 보리우유 등 지역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양질 조사료 자급으로 조사료의 국산화 달성

연구자 : 김원호, 041)580-6773, kimwh@rda.go.kr
 박기훈, 063)840-2258, pkh@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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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단호박 생산을 위한 적정 
수확시기 및 토양수분 관리기술

□ 연구 배경

○ 최근 단호박의 수요 증가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시판 중인 단호박은 품질이 고르지 많아 소비자 외면
○ 국내산 단호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연구가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수확적기 : 개화후 45일 
-  당도는 14°Bx, 비타민C 70 → 120mg/100gFW,      
 라보노이드 증가 2 → 9mg/gDW.

○ 비가림 시설재배시 당도향상을 위한 적정관수방법(12.6 → 13.2°Bx)
- 덩굴신장기 : 4~5일간격으로 10~12mm 관수(관수 개시점: -30kPa)
- 착과~과실 비대기 :  7~8일 간격으로 6~8mm 관수(관수 개시점 : -50kPa)

               수확시기별 당도 변화               물관리 방법 별 단호박 당도

□ 기대효과

○  비가림 하우스에서 단호박의 적기 수확기 설정 및 적정 토양수분 관리로  
고품질 단호박 수확으로 소비확대 기여

○ 고당도 단호박 생산기술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박경섭, 031)240-3577, unico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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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복재배용 과실 유인장치 및 받침대 
이용 박과채소 상품성 증진 기술

□ 연구 배경

○ 저온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멜론의 무가온 포복재배 면적 증가
○ 단호박은 대부분 노지에서 포복 재배 됨
- 과실이 땅에 닿아 착색이 불균일한 과실이 시장에 유통됨    
○ 박과채소의 무가온 포복재배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포복재배용 멜론 과실 유인장치 및 전용받침대 개발(산업재산권 2건)
○ 포복재배 전용멜론 유인 장치를 이용한 상품률 향상 :  65 → 85%   
○ 단호박 노지재배시 받침대 및 유인장치를 이용한 착색 균일과 생산
- 과면오점과 발생 : (관행) 82 → (받침대이용) 26 → (유인고리이용) 16%
- 단호박 전용 유인고리 및 받침대 개발(의장등록 2건)

         
                네트멜론적용       무네트멜론 적용       단호박 적용

□ 기대효과

○ 박과채소의 포복재배시 문제되는 착색불량과 발생 억제로 소비 촉진
○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멜론 : 678천원/10a, 단호박 : 1,406천원/10a
○ 저온기 에너지절감 및 상품성 증진으로 대일 멜론 수출 경쟁력 향상 
○ 국내산 단호박의 상품성 증진으로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수입 대체 효과

연구자 : 박동금, 031)240-3574, dkpar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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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딸기 촉성재배를 위한 
국내 육성품종의 정식적기 구명

□ 연구 배경

○ 국내 육성품종의 보급면적 증가 : ('02) 20 → ('06) 200ha
○  품종별로 화아분화 및 개화시기가 다르나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정식기를 
결정하므로 수량감소의 원인이 됨

○ 촉성재배시 적기 정식으로 생리장해 경감 및 안정재배가 기대됨

□ 주요 연구성과

○ 정식적기 : ‘선홍’은 9월상순, ‘매향’은 9월중순이었음
○ 화아분화기 : ‘선홍’ 9월 23일, ‘매향’ 9월 29일

 
    

촉성작형 정식시기에 따른 품종별 상품수량

□ 기대효과

○ 적기 정식으로 화아분화 및 개화지연 등 생리장해 경감
○ 상품수량의 증수에 의한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 ‘선홍’ 90만원/10a, ‘매향’ 50만원/10a 소득 증대 가능 

연구자 : 정호정, 051)602-2125, junhj817@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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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풍배 과피색 향상을 위한 
봉지 개발

□ 연구 배경

○ 만풍배는 과육선숙형으로 과육이 성숙되어도 과피에 녹색이 많이 남음
○  수확후 과피에 남아있는 녹색은 유통시장에서 미숙과로 인식되어 품질이  
우수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됨

○ 과실의 품질도 좋고 왜관이 향상된 만풍배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선발 봉지의 광 차광률 
- 신문봉지(대조) : 70% → 선발봉지 99.6~99.8%임
- 봉지 씌우는 시기 : 만개 후 40~50일경 작업 실시 

봉지종류별 수확 만풍배의 과실외관

□ 기대효과

○  과피 미려도 향상으로 만풍배 재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 만품배 품종 재식면적 확대로 신고 품종 편중 재배 문제 해소

연구자 : 김윤경, 061)330-1545, horti899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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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주지연장지 이용 및 간벌기술

□ 연구 배경

○ 포도 재배농가는 밀식과 간벌기피 등으로 재식 4~5년후 부터 꽃떨이현상 발생
○  꽃떨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전 순지르기를 강하게 하여 본엽 부족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수세 강한 과원에서 꽃떨이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 간벌기술 정립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간벌(캠벨얼리 품종)에 따른 생육 및 수량
- 신초수 증가 : 무간벌 →  간벌구 55.9개/주   
- 송이수 증가 :  무간벌 3.5 →  97.6개/주
- 꽃떨이현상 발생률 : 무간벌 79.2% →  5.1% 이하
- 수량증가 : 무간벌 983 →  2,636kg/10a

 
                간벌로 착립안정    성숙기 비간벌구     성숙기 간벌구

□ 기대효과

○ 간벌에 의한 수세안정으로 꽃떨이 현상 방지 : 74.1%
○ 우량송이 비율과 수량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 2.5배

연구자 : 박서준, 031)240-3614, parksj@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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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캠벨얼리 품종 숙기판정용 
칼라차트 개발

□ 연구 배경

○ 포도 ‘캠벨얼리’는 착색은 잘 되나, 착색정도에 따라 품질에 많은 차이가 있음
○  ‘캠벨얼리’ 품종의 수확시기를 착색정도로 판단할 경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고품질 포도생산 및 상품 균일도가 매우 다름 

□ 주요 연구성과 

○  포도 ‘캠벨얼리’ 품종의 적정숙기 칼라차트 10단계까지 착색시키기 위해서
는 송이 당 70~75립으로 조절하는것이 적당함

○  포도 ‘캠벨얼리’ 품종 숙기 판정용 칼라차트는 농가 현장에서 숙기판단 및 
선과기준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칼라차트를 이용하여 포도를 수확함으로써 품질 균일도 향상
○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착과량 조절시기의 시각적 판단기준 제공
○  공동선과장에서 칼라차트를 과피색 선과기준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품질 
등급화 가능

연구자 : 박서준, 031)240-3614, parksj@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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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시 포도잎 시들음증상 
방지 대책

□ 연구 배경

○  포도 시설재배시 조기에 가온을 할 경우 포도 잎이 6~7매 전엽시부터 약  
1개월간 주간에 잎이 시들었다가 저녁에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어 초기생육
이 불량하고 과실품질이 떨어짐

○ 시설포도재배시 포도잎 시들음증상의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지하부 온도와 지상부 온도의 불균형   
- 시들음주 : 지상부온도 20.3℃, 지하부 온도 16.5℃ (3.8℃ 차이)
- 정상주 :  지상부 온도 19.2℃, 지하부 온도 19.0℃ (0.2℃ 차이) 
○ 뿌리 생육에 따른 엽시들음 발생
- 전체 뿌리중 세근비율 : 시들음주 1 → 정상주 22%
○  평균과방 무게 : 시들음주 81.6 → 정상주 142.6g
○  지하부 온도관리와 과방관리를 함으로써 시설포도 시들음 방지됨

         
                시설포도 엽시들음 증상            시설포도 정상주

□ 기대효과

○ 시설포도의 상품률 향상으로 소득 증대 
- 상품수량 1,260kg/10a,  소득 증가 882,000원/10a 
○  포도시설재배 시 근권부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상부와 온도차이를 적
게하고 적정착과 등 수세관리로 시들음 증상 방지

연구자 : 류명상, 031)240-3611, rmsp3133@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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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에 의한 난과 식물의 
피해증상 진단기술

□ 연구 배경

○ 겨울철 난방기 사용에 의한 가스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음
○ 가스 피해증상을 몰라 병으로 오인 농약살포하여 더 큰 피해발생
○ 가스 피해 증상을 농가에 알려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덴파레, 팔레놉시스 농도별 가시적 피해증상
- 5ppm 이하에서는  손상 잎이 거의 없음
○ 심비디움 농도별 가시적 피해증상
- 10ppm 이하에서는  손상 잎이 없음
○  증상 :  처음에는 잎 뒤면이 수침상으로 되다가 1~2일이 지나 잎이 마르고 

갈변되기 시작함. 잎마름병이나 탄저병과 같은 증상과 유사함 

   
                덴파레 피해         심비디움 피해      팔레놉시스 피해

□ 기대효과
○  농가에 아황산 가스에 대한 피해 증상을 가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겨울철 
난방기 사용시 가스 피해 대책에 즉각 대처 가능

연구자 : 이영란, 031)290-6156, leeyr62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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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세티아 품질향상을 위한 
보광재배기술

□ 연구 배경

○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꽃의 상징성이 높은 동계작물로 11월과 12월이  
주 출하시기임

○ 동절기의 짧은 일장과 저광도는 개화기 지연 및 상품성이 저하됨
○ 성탄절이 지나면 가격이 폭락하므로 적기 출하가 중요

□ 주요 연구성과 

○ 보광처리효과
- 자연일장에 비해 마디수는 17% 많아지고, 초장은 9% 짧아짐
- 보광처리에 의해 개화소요일수는 품종에 따라 8~10일 단축됨
○ 처리방법 : 고압나트륨(400W)등을 3평당 1개 수준으로 처리
              일몰 1시간 전부터 오후 7시까지 6주이상 처리
○ 보광시 주의점 : 포인세티아 개화유도 단일14시간 이상 유지 필수

 

      
                   보광재배온실          ‘픽시 레드’품종의 보광재배효과

□ 기대효과

○  포인세티아의 보광효과 구명으로 적기 출하가 가능하며 상품성 증가로 
848,600원/10a 소득 증가를 가져옴 

○  보광용 고압나트륨등은 국화, 칼랑코에 등 단일성 식물의 장일처리에 이용
가능하며 포인세티아의 후작물로 재배하는 베고니아, 뉴기니아 임파첸스 등 
분화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음

연구자 : 이은경, 031)290-3151, leeek21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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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류에 유용한 적정 유색 차광망 
선발

□ 연구 배경

○  분화류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생장을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
○  생장억제 방법에는 주야간 온도차를 이용한 DIF(주야간온도차)기술, 생장억
제제 처리 및 물리적 자극 등이 이용됨

○ 최근에는 생장억제제 및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어 가고 있음
○  친환경적인 생장억제 기술인 광파장(red, far-red)에 대한 실용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

□ 주요 연구성과 

○  분화류 초장을 줄이기 위해 청색1겹(30%) 차광망이 효율적임
- 작물에 따라 생장억제는 다르지만 5~30% 감소
○ 비모란 선인장의 경우
- 노랑색계는 청색 차광망으로 약 30% 구경 증가(흑색망 대비)
- 적색과 핑크색계는 적색 차광망으로 약 40% 구경 증가(흑색망 대비)  
○ 분화국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화류는 무차광에서 상품성 저하 

     
               유색차광 별 초장(칼라)           유색차광 별 구경(선인장)

 □ 기대효과

○ 분화 종류별 유색 차광망 사용으로 품질 향상 
- 흑색차광망에 비해 최대 30%정도 초장이 작아짐
○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연구자 : 이영란, 031)290-6156,  leeyr62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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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대량 채묘를 위한 모주관리기술 
및 적정 육묘기간 

□ 연구 배경

○ 밀식 등 부적절한 모주관리로 양질의 삽수생산 및 고품질 절화 생산 곤란
○    저온기 관행삽목방법은 발근이 지연되고 노화묘 정식은 활착지연 및 생리
   장해 발생
○ 국화 대량채묘를 위한 모주관리 및 육묘기술 개발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모주의 적정 정식거리 : 5×10cm 
- 삽수채취량 : 1,362천개/10a(관행 대비 42.6%증가) 
○ 적정 삽수채취시기 : 신초절단 20~25일 후
○ 삽목방법 : 비닐밀폐삽목
○ 적정육묘기간 : 12~20일  

     
모주 정식거리에 따른 삽수채취량        삽목방법 및 양성일수에 따른 생육

                                          좌측 : 밀폐삽, 우측 : 관행
 

□ 기대효과

○  모주 10×15cm 정식시 15×15cm 대비 삽수 1,362천개 생산(42.6% 증가) 
- 묘 생산 판매시 조수익 15,930천원/10a증가
○ 저온시기 밀폐삽으로 육묘기간 단축 및 발근촉진
○ 노화묘 정식으로 인한 버들눈 발생 등 생리장해 발생 억제
○ 모주의 적정 재식거리 유지로 우량묘 생산

연구자 : 최성렬, 031)290-6154, choisy@rda.go.kr



171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배 과수원 반명거 배수시설 설치에 
의한 근권 환경 개선기술

□ 연구 배경

○  배 과수원은 중장비의 출입 및 화학비료의 과량 시용 등으로 인해 토양이 
단단하고 배수성이 불량한 과수원이 많음

○  배수불량 과수원의 배나무는 뿌리 발생량이 적고 수세 및 과실품질이 떨어짐
○ 배수 및 뿌리 발생 촉진을 위한 관리 기술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반명거 배수 설치 방법
-  트랜쳐(구글기)를 활용하여 배나무 열간 중앙 부위의 토양을 굴취 후   
그 부위에 왕겨를 매립함

○ 반명거배수 처리에 따른 과실 특성 및 생육 
- 과실품질 향상 : 과중 11% 증대, 당도향상 0.8°Bx (무처리 대비)
- 뿌리 발생량 증대 : 25.5(대조 4.8g 건물중/60L)
- 배수 촉진 효과 : 강우 1일 후 지하수위 70cm (대조 50cm)

        반명거 배수 설치 모식도   반명거 설치용 트랜쳐    반명거 설치 모습

□ 기대효과

○ 배 과수원의 배수성 개선 작업의 생력화
○ 배수 불량 과수원의 물빠짐 개선에 의한 상품화율 증가
○  뿌리 발생량 증가에 의한 토양내 비료 유효도 증가에 의한 화학비료 시용량 절감 

연구자 : 최진호, 061)330-1562, pearchoi@rda.go.kr



172

시설재배지 여름 휴한기 
녹비작물 이용 기술

□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화학비료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
- 정부 농정목표 → 2013년까지 화학비료 40% 절감
○  시설원예재배지는 연중 작물을 재배하므로 화학비료 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적절한 대체기술이 없는 실정임

□ 주요 연구성과

○  네마장황과 루핀(콩)은 생육량과 질소 고정량 측면에서 여름 휴한기 이용한 
적절한 녹비작물로 판단됨

○  네마장황, 헤어리베치, 루핀을 녹비활용시 후작물 토마토의 생육량 지수는 
관행 대비 각각 105, 85, 82 이었음

         녹비작물수확             녹비작물토양투입         녹비투입지토마토생육

□ 기대효과

○ 녹비작물을 활용한 시설재배지 화학비료 절감 가능 
○ 네마장황 및 루핀을 녹비활용시 토마토 화학비료 25% 절감 가능
○ 화학비료 절감 외에 유기농재배지 친환경 지력증진기술 활용 가능

연구자 : 이인복, 031)290-6223, inboglea@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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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기울과 쌀겨를 이용한 
토양관리기술

□ 연구 배경

○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 증가 (90천 ha)
○  연작에 의한 토양양분 불균형 및 과다축적, 토양점염성 병충해 감염으로  
다양한 연작장해 발생

○ 환경 보존형 연작장해 개선기술 개발이 요구됨

□ 주요 연구성과 

○ 처리방법 :  토양과 밀기울(2,000kg/10a)을 혼합한 후 20일 동안   
비닐로 밀폐하여 토양온도를 유지하도록함

○ 토양 물리성 개선효과
- 용적밀도 12~14%, 경도 58~67% 감소
- 수리전도도 4.5~6.3배, 입단 5.2~6.5배 증가 
○ 토양염류집적 해소 : 5dSm-1 →2.0dSm-1이하 유지
○ 토양 병원성 미생물 억제 산물 생성으로 미생물상 개선

                   선충방제효과                약산의 시들음균 억제효과  
   

□ 기대효과

○  연작토양 내의 토양 물리성을 향상 시키고 병원미생물상 및 선충의 발생을 
억제하여 원예작물의 안정 생산에 기여
- 선충에 의한 멜론 고사율경감 : 65 → 3%
- 멜론당도 향상 : 11.3 → 16.1°Bx  

연구자 : 김홍림, 031)290-6224, khlloi@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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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수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연작 토양 살균 기술

□ 연구 배경

○ 최근 연작재배 토양내 토양병해(역병, 풋마름병) 피해 급증
○ 작물별 토양병 발병 및 피해율 : ('05)평균 18.5~30.3%
- 고추 : 25.8%, 수박 : 23.5%, 토마토 : 15.0%, 오이 : 8.5%임

□ 주요 연구성과 

○ 토양병해(멜론검은점뿌리썩음병) 방제효과 : 20~80 → 5%이하
○ 토양내 선충 방제효과 : 73 → 1~2마리/100g토양 

             
             고온수 무처리(전체 시들음)         고온수 토양소독(건전생육)

○ 고온수 토양 살균기에 의한 토양소독 방법

        고온수 분배헤더 설치    고온수 분배헤더 설치         고온수 관주 

□ 기대효과

○ 연작 토양 병해충 방제 효과 : 95~98%(토양 심층부까지 방제 가능)
○ 환경 친화형 토양소독으로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존 및 처리전후 안전사용
-  토양내 pH 증가 및 EC 감소로 : 토양선충 및 잡초 사멸

연구자 : 이중섭, 031)290-6232, jslee@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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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온실가루이의 방제 밀도 
수준 설정 

□ 연구 배경

○  온실가루이는 우리나라에 1977년에 처음 유입된 외래해충으로 전국적으로 
시설채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온실가루이는 감로의 집적, 그을음병 유발 및 바이러스병을 매개하여 수량 
감소시키므로 오이에서 온실가루이의 방제 수준 설정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온실가루이의 발생소장 : 10월상,중순 발생최성기. 억제재배 2회 발생. 
○ 오이의 생육, 피해 및 수량 관계식 : y=-0.0968x+16.485 (r2=0.5775)
                                    (y : 과실피해율, x : 주당접종밀도)
○ 경제성 분석시 손실률이 6% 일때 방제 수준은 주당 110마리 였음
○  황색점착트랩을 오이의 키 높이에 5m 간격으로 설치하여 7일 동안 유인된 
성충의 평균수가 72마리일 때 방제 

        
                      온실가루이 성충         온실가루이 피해엽   
        

□ 기대효과

○ 오이 재배시 온실가루이 요방제 수준 설정 효과 
- 온실가루이 과실 피해률 5% 이하로 감소 
○ 온실가루이 방제 적기 확립 : 약제 살포회수 절감 (5 → 3회)

연구자 : 강택준, 031)290-6228, tjkan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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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감자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불안정
○ 가공용 감자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원료 수급은 불안정
○ 감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하령’ 감자의 무농약 친환경재배 농가현장 실증 성공
- 무농약 재배에서 ‘수미’보다 수량 25%(상품수량 35%) 증수
- 금년 7월 집중호우에도 병 발생률이 적고 수량성 높음
※ 친환경 감자 재배단지 농업인들은 품종 조기보급 요구

              역병 저항성 비교                          수 량 성

- 감자 품질 및 식미 특성 우수
   •‘하령’의 건물률이 ‘수미’보다 2.6% 높고 식미도 월등히 우수
○ ‘하령’과 ‘수미’의 식미 비교

고품질 감자의 지속적 
생산기술 개발

수미      하령

품종명 향 분질감 조직감 종합선호도

하 령 6.8±1.5 7.1±1.6 7.1±1.5 7.2±1.5

수 미 5.0±1.4 5.3±1.6 5.3±1.8 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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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신품종 육성
- ‘서홍’ : 더뎅이병에 강한 다수성 홍색감자
  • 겨울재배 수량 : ‘수미’ 대비 49% 증수(4,040kg/10a)
- ‘고운’ : 가공 품질이 우수한 가을재배용 감자
  • 2기작 재배용으로 단경기 칩가공용 원료 확대생산 가능

                  신품종 ‘서홍’               신품종 ‘고운’

- 신수요 창출 기능성 컬러감자 계통 선발 : 칩가공용 3,  색소용 3계통
  • 수량성(kg/10a) : 2,895~3,596(수미 : 2,598)
  • 안토시아닌 함량(mg/100g FW) : 26.3~33.1
○ 북한 식량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협력 연구

-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기술 및 감자 바이러스 진단기술 지원
- 북한지역 2기작 적응감자 품종 ‘추백’ 선발 및 재배기술 지원

□ 기대효과

○ 농가현장 요구 감자 신품종 ‘하령’ 조기 보급 및 산업화
○ 천연칩 원료감자 가을생산에 의한 수입대체 및 국제경쟁력 강화
○ 대북 및 대아프리카 협력연구를 통한 감자 생산기술 지원 고랭지 원예농가

연구자 : 박영은, 033-330-1611, papalove@rda.go.kr
        조지홍, 033-330-1615, Jihon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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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원예농가 소득증대 
기술 개발

□ 연구배경

○ 고랭지채소 종자는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품종 국산화 시급
- 종자 수입액 : 85억원/년 (결구상추 25, 고랭지 양파 18 등)
○ 화훼는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신품종 수요가 다양해짐

□ 주요 연구성과

○ 상 추
- ‘하청’ 청축면 상추 농가실증시험 결과 소비자들에게 각광
-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남양주, 진주, 청주, 제주 등에서 실증시험 

            ‘하청’ 농가 실증재배       ‘하청’        ’06 신품종 ‘장수’

○ 여름딸기 : 수출용 4 계통 및 분화 관상용 1계통 선발
- 기존 재배품종 ‘플라밍고’ 보다 당도 및 경도 20% 높음

                여름딸기 우수계통 ‘04-3-102’      관상용 ‘프라구딥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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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파
- ‘청정대고’ : 국내 최초 고랭지 봄파종형 F1 품종 육성
- 일본품종 ‘히구마’ 대체용 : 저장성 30%, 당도 8% 더 높음
- 고정종 ‘만추황’ 보급 확대를 위한 자구재배 현장실증(평창 3개소)
    • 2007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확대보급 계획
    • 2007년 고농연 채종 종자 100L 보급 : 30ha 재배 가능

             신품종 ‘청정대고’      고정종 ‘만추황’ 자구재배 현장실증  
  
○ 바위떡풀 : 실내 분화용 6품종
- 화색 및 화형이 우수한 페스티벌, 하모니, 그린스타 등

               페스티벌      그린스타         하모니          피앙새

□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개발품종 확대보급 : 상추(남양주시 등 4개 지역), 양파(평창)
○ 소비자 수요 맞춤형 신품종의 조기 보급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장석우, 033-330-1610, swjang63@swjang63@rda.go.kr
         이종남, 033-330-1826, jnlee3@rda.go.kr
         서종택, 033-330-1811, jtsuh12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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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농산물 수입에 대응한 고랭지 주요 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 시급
○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재배면적 : ('01) 10,234 → ('05) 6,502ha
○ 여름철 수출채소 주 생산기지로서 고랭지 활용기술 요구 증대
- 수출량 : ('06) 4,359톤(사계성딸기 109, 착색단고추 4,250 등) 

□ 주요 연구성과

○ 수출 여름딸기 줄기터짐증상 발생 경감기술 개발 (대관령원협 의뢰)
- 개발기술 : 첫화방 무제거, 주당 크라운수 2~3개 유지
- 투입효과 : 관행 대비 줄기터짐증상 10% 경감, 상품수량 20% 증가

              줄기터짐증상         줄기터짐증상 발생경감     착과상태

○ 고랭지 여름당근의 생력재배기술 개발
- 씨비닐 이용으로 작업노력 87% 절감, 소득 58% 증가

고랭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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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자구재배 기술 개발  
 - 자구저장 : 28℃(저장고) → 15~20℃ 실온저장 가능
- 준고랭지 양파 조기수확 후 배추, 결구상추 등 2모작 가능

                   자구 정식시기별 생육         자구생산 하우스

○ 고랭지 여름재배 무의 품질 우수성 입증 : 특이 기능성 구명
- 총페놀함량 : 고랭지 2.7 > 준고랭지 2.1 > 평난지 2.0mg/gDW
- 항산화능 : 고랭지 44 > 준고랭지 32 > 평난지 27%
     ※ 금후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로 소비촉진 도모
○ 산더소니아 대구 생산을 위한 배양토 조성 및 양액농도 구명
- 배양토 : 피트모스+펄라이트 = 2 : 1(용적비)
- 양액 EC(화란분화양액 NGCI) : 생육기 0.6, 괴경비대기 1.2dS/m

양액농도에 따른 괴경비대 모습  
                      

□ 기대효과

○ 여름철 수출딸기 줄기터짐 증상 발생 경감 기술 등 4건('06 영농활용)
○ 신기술 조기 보급 : 2007년 현장접목 연구 확대(홍천, 평창, 대관령) 
○ 고랭지 채소농가에 신활력 제공 및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
- 고랭지 원예산업의 차별화, 특성화 및 수출산업화 기초 구축 

연구자 : 김기덕, 033-330-1820, Kwanbi2n@rda.go.kr
         권영석, 033-3301815, yskwon@rda.go.kr
         이종남, 033-330-1826, jnlee3@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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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친환경 농업현장 실천 
기술 개발

가. 기후변동 대응 고랭지 농업기술 개발

□ 연구배경

○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의 농업환경 변동 심각
- 고랭지 평균온도 상승으로 안전재배 면적 감소 : 3℃/향후 100년(IPCC)
- 고온성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고랭지 채소 피해 급증
○ 지구온난화 대응 고품질 여름채소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시급
- 여름채소 생산 필요 면적 확보 : 10,000∼14,000 ha

□ 주요 연구성과

○ 고랭지권 평균 최저기온 상승 : 기온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표
- ('70년대) 1.3 → ('80년대) 1.6 → ('90년대) 2.1 → ('00∼'05) 2.6℃
○ 지구온난화 시(2℃ 상승) 고랭지배추 안전재배지대 변동 예측
- 현재 20,626ha(24 읍면) → 6,314 ha(3 읍면)로 대폭 감소 

              배추 안전재배지대 설정     현 재         2℃ 상승시

□ 기대효과

○ 지구온난화 대응 고랭지 채소 재배 및 수급방안('06 시책 및 영농)
○ 여름철 안전 김치원료 수급을 위한 정책활용
- 고랭지 밭면적 : 현재 20.6천ha → 최소 필요면적 : 10천~14천ha 확보
○ 기후변동 대응 고랭지 주요 작물의 안전재배지대 변동 예측
- 평균 기온 : 2℃ 상승예상 배추('06) → 무('07) → 당근('08) → 양파('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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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랭지 경사밭 토양보전 기술개발

□ 연구배경

○ 감자, 채소류 위주 연작재배로 고랭지 밭 7~10개월 나지상태로 노출
- 1970년대 유기물 및 토심 7∼9%, 100∼150㎝ → 현재 2∼3%, 10∼60㎝
○ 저하된 지력 보전을 위해 비료와 축분퇴비 기준량보다 20∼50% 과다 투입
- 고랭지밭 부유물질 유출원단위 일반밭 (293kg/ha/년)의 3∼13배

□ 주요 연구성과

○ 경운방법 개선 및 동계 호밀피복에 의한 토양보전 및 유기물 공급효과
- 토사유출량 경감 : (관행경운) 112 → (부분경운) 73 → (무경운) 7톤/ha
- 이분해성 유기물 공급효과 : 10톤/ha(질소 62, 인산 21, 칼리비료 10)
- 잡초발생억제 : 5∼88%(제초제 사용 300톤 절감)
  ※ 농업공학연구소 개발 부분경운기 공동연구 : 작업성 및 생산성 연차 평가 
○ 고랭지 토양보전형 완충식생대 설치기준 설정
- 토양유실 방지효과 : 호밀 41 > 오처드그라스 64 > 톨페스큐 72톤/ha
- 영양물질 여과율 : 오처드그라스 21.4 > 호밀 15.5 > 톨페스큐 8.9%

                 호밀피복효과         초종별 토사유출 경감효과

□ 기대효과

○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최소경운 기계화 농법 지원 ('07, 시책건의)
○ 피복작물 파종방법 개선 및 화학비료 절감효과 등 2건 ('06 영농활용)
○ 상수원 보호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활용

연구자 : 장용선, 033-330-1930, zhang@rda.go.kr
         안재훈, 033-330-1900, jh6590@rda.go.kr
         이정태, 033-330-1935,leejt@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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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지구온난화 등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환경 악화로 병충해 다발생
- 기온상승 및 연작장해 : 품질저하, 비료 및 문제 병해충 방제비용 가중
○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안정성 문제 대두 : 기생충알 파동('05, 서울신문)
- 고랭지배추는 기생충알 미 검출 : 축분퇴비 및 토양 중금속 문제(GAP 인증)

□ 주요 연구성과

○ 고랭지 유기농 배추 생산을 위한 토양기반조성
- 축분 활용 친환경 유기농 농가 벤치마킹(강원 정선 청옥산, 일명 600마지기)
- 석회 안정화 축분퇴비 제조 및 악취 가스 발생 억제

   • 축분 + 석회물질·규산염광물 → 피막형성 및 악취가스 흡착
- 동계 호맥 잔재유기물과 축분퇴비 활용 유기농 토양기반 조성

                       석탄회 ; fly ash                    호밀 경운방법

○ 고랭지배추 노균병 적정방제시기 결정
- 배추품종별 노균병저항성 범위설정 : 35 품종(R6, MR6, S23 품종)
- 적정방제시기 : 발병도 25%(잎 10매중 병반 면적합 2매일 때)

                노균병 발생포장                       요방제수준 설정

고랭지 여름배추의 
청정 재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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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충비가림 재배법 개발로 청정 고랭지배추 생산
- 관비재배로 화학비료 25% 절감 가능
- 무농약 재배도 가능

〈배추 방충비가림 재배 효과〉 

                  노지            방충비가림              설문표

○ GAP 인증 고랭지 배추 생산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 고랭지 배추 생산시스템 조사 : 37농가(파종∼출하)

□ 기대효과

○ 농약, 비료 절감과 GAP 재배로 고품질 청정 배추생산 및 기술보급
○ 비가림 망 배추 재배로 농약절감 및 관비재배 효과 등 영농활용 2건
○ 서울 대형 아파트 주부회원 초청 평가회 및 홍보 ('07. 8)

 
연구자 : 이정태, 033-330-1935, leejt@rda.go.kr
         김기덕, 033-330-1820, kwanbi2n@rda.go.kr
         김점순, 033-330-1515, kimjs@rda.go.kr

○ 배추수량증가 : (노지관행) 9.3 → (방충비가림) 10.1톤/10a 
- 배추상품률 : (노지관행) 43.6  → (방충비가림) 86.0%
○ 품질검정 설문조사 : 고농연 개인고객 및 주부 등 대상
- 무농약, 방충비가림 배추에 대한 첫인상 : 좋다 90.6%
- 배추가격 : 20~30% 높아도 구매의사 확인
    ※ 고랭지배추 유기재배 가능성 제시 및 차별 브랜드화 시도
- 청정 고랭지 채소류 소포장 다품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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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기술 개발

□ 연구배경

○ 야생 멧돼지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갈수록 심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급증 : ('02) 120 → ('05) 211억원
- 한반도 마지막 야생맹수로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강하며 잡식성임

○ 학습효과가 뛰어나 항구적인 퇴치 어려움

□ 주요 연구성과

○ 기존 멧돼지 피해방지시설의 보완 및 항구적인 설치안 확립
- 전기목책 : 멧돼지의 감각 및 습성 고려 설치기준 확립(잡초 등 누전우려)
- 포획트랩 : 가볍고 저가 자재를 활용하여 제작 설계
- 방호철책 : 산림으로부터 농경지로의 멧돼지 이동방지(일본 사례)
○ 멧돼지 퇴치용 기피제효과 검증ㆍ분석
- 민간사용 : 단독효과 전무(기피제 17종, 기피식물 3종)
- 시판상품 : 초기 기피효과 우수(국내 : 미량요소복비, 외국 : 식물추출액 등)

국내 시판상품 효과 CCTV 검증

□ 기대효과

○ 멧돼지 기피제 효과검정 후 물질성분을 분석하여 퇴치효율성 제고
○ 멧돼지 기피식물을 발굴하여 친환경적인 방제법 개발
   

      연구자 : 안재훈, 033-330-1900, jh659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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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감귤이 무역자유화 및 북상에 대비하여 새소득 과수개발이 필요함
○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과수 소비가 요구됨
○ 새소득 과수가 도입 시도되나 재배법 미확립으로 농가 경쟁력 약화 초래

□ 주요 연구성과

○ 수입대체용 신소득 난지과수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블루베리 난지지역 비가림재배 품종특성 구명

   •  난지권 지역의 블루베리 재배 적품종으로 남부하이부쉬 계통의 ‘샤프블루’, 
‘오닐’, ‘썸미트’ 선발

- 제주지역 복분자 풍해방지용 파풍망 설치 효과 구명

   •  복분자 과원의 파풍망 설치로 낙엽률은 46%, 고사율은 12% 감소   

                  블루베리 결실상태                복분자 결실상태 
 

□ 기대효과

○ 새소득 과수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 재배기술 개발로 재배 안정화 가능하여 경쟁력 제고

연구자 : 문두영, 064)741-2554, moondye@rda.go.kr

수입대체 신소득 난지과수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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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감귤원 폐원에 따른 보완작물 개발 시급 : ('02) 25.2 → ('04) 22.1천ha
○ 난지권 농산물 수출 증가 : ('03) 9,016 → ('05) 14,682천불
○ 난지권 기후를 이용한 새로운 유망채소 및 대체작목 개발 요구
○ 수출 다변화를 위한 난지권 수출 채소의 다양화 요구
  - 무, 당근, 양배추 → 단호박, 여주, 아스파라거스 등 고급채소

□ 주요 연구성과

○ 수출유망 난지권 신소득 작목 개발
  - 아스파라거스 지상부관리 기술 및 여름수확 기술 개발
    • 지상부 관리기술 개발 : 주지적심 위치 구명 (120cm 이상)
    •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 : 지상부 제거시기 구명 → 8월 생산 가능
  - 단호박 접목재배 효과 구명
    • 무접목에 비하여 접목재배로 9~20% 증수

              아스파라거스 여름수확                단호박 접목재배 

□ 기대효과

○ FTA 대응 등 감귤대체, 신소득 작목 개발 보급
○ 신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작목 육성 

연구자 : 성기철, 064)741-2579, vcskc@rda.go.kr

난지권 수출유망 채소작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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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공익적기능 평가 및 
친환경 양·수분 관리기술

□ 연구 배경

○ 제주도는 다양한 토양통으로 구성 : 63개 토양통 
○ 난지권 농경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양·수분관리 기술 미흡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비기준 재설정 : 감귤원 시비량 40% 절감('14)

□ 주요 연구성과

○ 감귤원의 공익적 기능 계량화 평가
- 평가금액 : 1,816억원(감귤 조수입 6,000억원의 약 30.3%)
○ 제주도 토양 양분 및 물이동 특성 구명
- 라이시미터 이용 토양종류별 양분이동 연구 
- 토양통별(63개) 인접성 계량화 : 토양통을 5개군으로 군집화
- 유기물원별 토양환경 영향 평가 : 돈분 과다 시용시 Zn 함량 높음
○ 원격탐사 이용 난지작물의 수분지수 적용 연구
- 인공위성 영상자료 수집 및 지리보정 : 위성영상 26,890장 분석

             영상자료 이용       공익적기능 계량화  제주도 토양통 군집분석

□ 기대효과

○ 감귤원의 공익적 기능 평가로 농업의 공공성 제고
○ 농업환경 관리기술의 과학화, 정밀화 기반 구축

연구자 : 문경환, 064)741-2581, khmo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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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감귤”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수확 후 종합관리체계 확립

□ 연구 배경

○ 고품질 감귤에 대한 기호도 증가
○ 2004, 2005년산 감귤 가격 호조로 고품질 마인드 정착
○ 최고품질 감귤 생산에는 품질 규격화 등이 핵심요소로 작용함

□ 주요 연구성과

○ 최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현장 실증
- 안전성 확보 가능한 방제 체제 확립
- 저비용으로 당도 증가 가능 국내산 다공질 필름 피복자재 개발
○ 최고품질 감귤 생산 현장접목 연구 운영 및 결과
- 감귤원 광투과량 증대 : 2차 방풍수 제거 및 파풍망 설치(40 → 70%)
- 최고품질 과실 생산 비율 : 관행 25 → (현장접목 처리) 70%
- 검은점무늬병 방제 횟수 : 6회 → 4회로 대폭 절감 
○ 최고품질 감귤 유통 실증 및 수확 후 관리에 의한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
- 최고품질 감귤 차별화 : 비파괴선과, 포장 다양화(망포장, 3~5kg 상자포장)
- 차별화된 탑감귤 유통 실증을 위한 물량 확보 : 30MT

          과원 환경개선         저비용 피복자재 개발       탑프루트 현장평가 

□ 기대효과

○ 안전성 강화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지침 설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향상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관리 지침 제정에 의한 소비자 위주 및 수출지향
형의 품질경쟁력 제고

연구자 : 고상욱, 최영훈, 064)730-4161, swkoh@rda.go.kr



자연재해, 
첨단 농업기술로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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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이용한 들깨·참깨 
등 소립종자 코팅접종제 개발

□ 연구배경

○ 참깨 등 특용작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기술 필요
- 소립종자의 파종과 솎음질 노력 절감기술로 종자코팅방법이 추천됨
○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미생물의 양분공급 및 병 억제기능 활용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식물의 생장촉진력이 우수한 토양미생물 4종 개발 (특허등록 완료)
- Bacillus 속 KR083 등 : 공중질소고정, 식물생장 조장, 토양병 억제
- Pseudomonas 속 RRj228 등 : 식물생장조장, 토양병 억제
○ 미생물을 이용한 들깨·참깨의 종자 코팅접종 기술 개발
- 미생물의 종자 코팅접종 우수물질 개발 : 「토양(PS)+영양물질(3종)」 
- 종자코팅 접종 미생물조합 선정 : 「KR083(생장촉진)+RRj228(병억제)」

       뿌리에 균주 착생       들깨 생육(우측 접종구)     참깨 생육(우측 접종구)

☞  들깨·참깨의 생육촉진 효과 : 들깨 29% 증수, 참깨 32% 증수 및 역병 억제

□ 기대효과

○ 들깨, 참깨 등 소립종자의 재배노력 절감 및 재배 안전성 향상
- 파종량 50% 이상 감소로 종자 값 절약 및 솎음질 노력 절감
- 화학비료 절감 및 병 발생억제로 재배안전성 향상 및 수량성 증대

연구자 : 강위금, 055)350-1257, Kangu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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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이삭마름병 발생원인 구명 및 
방제약제 선발

□ 연구 배경

○  벼 이삭마름병에 관여하는 병원균은 Altertnaria 등 11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 병원균이 고품질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구명이 필요함

○ 벼 이삭마름병 방제 약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주요 연구성과

○ 주요 발생 원인 구명 및 발생정도
-  이병종자의 주요 분리 병원균 : Fusarium graminearum(12~29%)〉
Nigeospora oryzae〉Curvularia spp.

- 지역별 발생 정도 :  전남 해안지방〉경남북〉전북   

       Fusarium graminearum      Pyricularia oryzae(grisea)   Nigrospora oryzaeCurvularia lunata

○ 주요 이삭병원균에 대한 방제약제 선발
-  균사 신장 억제 : 헥사코나졸 유제,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이프
로디온·가벤다짐 액상수화제, 트리졸 수화제

- 포자발아 억제효과 : 이프로디온·가벤다짐 액상수화제, 트리졸 수화제

□ 기대효과

○ 이삭마름병 방제를 통한 쌀 품질저하 요인 제거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
○ 수매 시 고품위 판정 획득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심형권, 063)840-2269, shimh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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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시설하우스 
구조보강 요령

□ 연구 배경

○  대설, 태풍 등 기상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원예시설 부문의 대규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원예ㆍ특작시설 피해복구액 : 1조 5,122억원(국고 4,144, 27%)
○  농가지도형 단동하우스는 표준규격(’99)으로 지정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취약해 태풍 및 폭설 등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단동   
비닐하우스의 구조보강과 시설규격 개정이 시급함

□ 주요 연구성과 

○ 농가지도형 단동하우스 구조보강 G형 및 I형의 구조안정 규격
                                               <분석방법 : ANSYS 8.1>

□ 기대효과

○ 폭설 및 태풍 대비 원예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시설 농산물 안정생산
○ 지역별 시설규격 설정으로 경제적인 시공성 확보
○ 원예시설 기상재해 10% 경감시 국가적으로 연간 300억원의 예산절감

연구자 : 염성현, 051)602-2153, shyum@rda.go.kr 

모델
풍속(m/s)-
적설심(cm)

파이프 규격(mm)@간격(mm)

서까래 측면 보조기둥 지붕가로대 측면가로대

구조보강
G형

(7개지역)

35-45 Ø31.8ⅹ1.5@500 Ø31.8ⅹ1.5@1500 Ø33.5ⅹ2.1 Ø31.8ⅹ1.5
35-40 Ø31.8ⅹ1.5@500 Ø25.4ⅹ1.7@1500 Ø33.5ⅹ2.1 Ø25.4ⅹ1.7
35-35 Ø31.8ⅹ1.5@600 Ø25.4ⅹ1.5@1800 Ø33.5ⅹ2.1 Ø25.4ⅹ1.7
30-30 Ø25.4ⅹ1.5@500 Ø25.4ⅹ1.5@1500 Ø25.4ⅹ1.7 Ø25.4ⅹ1.2
30-25 Ø25.4ⅹ1.5@700 Ø25.4ⅹ1.5@2100 Ø25.4ⅹ1.7 Ø25.4ⅹ1.2
25-25 Ø25.4ⅹ1.5@900 Ø25.4ⅹ1.5@1800 Ø25.4ⅹ1.2 Ø25.4ⅹ1.5
25-20 Ø25.4ⅹ1.5@900 Ø25.4ⅹ1.5@2700 Ø25.4ⅹ1.2 Ø25.4ⅹ1.2

구조보강
I형

(6개지역)

35-40 Ø31.8ⅹ1.7@500 - Ø25.4ⅹ1.5 Ø25.4ⅹ1.2
35-35 Ø31.8ⅹ1.5@500 - Ø25.4ⅹ1.5 Ø25.4ⅹ1.2
35-30 Ø31.8ⅹ1.7@600 - Ø25.4ⅹ1.2 Ø25.4ⅹ1.2
30-30 Ø31.8ⅹ1.5@600 - Ø25.4ⅹ1.2 Ø25.4ⅹ1.2
30-25 Ø31.8ⅹ1.7@800 - Ø25.4ⅹ1.2 Ø25.4ⅹ1.2
25-20 Ø31.8ⅹ1.5@900 - Ø25.4ⅹ1.2 Ø25.4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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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의 최근 30년간 
만개기 변화

□ 연구 배경

○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배의 만개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함 

○  사과, 배 작황조사 및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년 만개기 표준값이 없으며, 
지역간의 만개기 차이와 변화에 대한 자료가 없음

□ 주요 연구성과

○  최근 30년 평균 만개일은 수원기준으로 사과 ‘후지’ 4월 26일, 배 ‘신고’  
4월 19일 이었으며, 연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만개일이 단축되었음

○  사과, 배 모두 남해안 등 해안지역과 대도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만개일이 
단축되는 특징을 나타내었음

   
사과, 배의 과거평년(1941~1970)과 현재 평년(1971~2000)의 만개기 분포 변화

□ 기대효과

-  사과 ‘후지’와 배 ‘신고’의 평년 만개일과 만개 소요일 표준값을 이용하여 
작황분석ㆍ예측 및 영농활용의 비교 기준자료로 활용

-  사과와 배의 만개기의 해발고도 기후 등을 고려한 지역적 분포와 과거평년
(1941~1970)과 현재 평년(1971~2000)의 만개기 분포 변화를 파악하여 

  봄철 만상피해 예방, 수분 작업 등 영농계획 수립에 활용

연구자 : 서형호, 031)240-3605, appleseo@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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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대응 난지농업 
적응기반 구축 연구

□ 연구 배경

○ 난지권(제주)지역 연평균 기온 점차 상승 추세
- 30년 평균대비 0.9~1.6℃ 상승
○ 기온상승에 따라 제주 월동작물이 남해안에서 재배 가능
- 월동배추 : 제주도 ('85) 1,166 → 해남 등 ('05) 3,417톤
○ 기후변화 협약대응 및 적응 농업기술 개발미흡
- 감귤 품질변화 및 병해충 발생 변화 예측 등

□ 주요 연구성과

○ 기온상승에 따른 감귤재배지 변화도 제작및 감귤재배 한계지역 분석
- 감귤 재배 한계지역 분석
- 기온 상승에 따른 감귤 재배지 변화도 제작
○ 감귤 더뎅이병 전염원 형성 예측 모델 개발로 최초방제시기 결정

       <현재기온> → 재배지 변화도 →<2℃ 상승>    더뎅이병 형성 예측 모델

□ 기대효과

○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기반 구축
○ 과학적 예측에 의한 감귤병해 방제기술 개발

연구자 : 전승종, 064)741-2580, chunsj@rda.go.kr



기계가 머리를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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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해 저항성 유전자 초정밀 
핵산표지인자 개발

□ 연구 배경

○ 저투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육성품종의 병해저항성 향상
○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벼 품종육성 효율 증진 

□ 주요 연구성과

○ 주요병해 저항성 유전자 동정
- 도열병(Pi38), 벼멸구(Bph18), 흰잎마름병(Xa3, Xa4, xa5, Xa7) 
○ 저항성 품종육성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한 초정밀 핵산표지인자 개발
- 분리세대에 대한 목표형질 선발효율 극대화 및 정밀화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Bph18)         도열병 저항성 유전자(Pi38(t)         

          초정밀 구분(Xa3 과 Xa4)                   핵산표지인자의 정밀성 검정

                         <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 기대효과

 ○ 분자마커 활용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육종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 맞춤형으로 병해충 저항성이 개선된 우량 벼 품종 육종

연구자 : 정지웅, 031)290-6672, jju@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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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해 저항성 정밀검정 방법 개발

□ 연구 배경

○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을 위한 내병성 품종요구 증대
○ 병해 저항성 품종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저항성 검정기술의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DNA 마커를 이용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와 연관 표지인자 “RM6897" 개발   

              RM6897에 의한 분리집단의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판별

○ 벼 잎집무늬마름병 저항성 정밀검정 방법 개발
- 액체배양 균사체 이용 벼잎집무늬마름병 접종방법 개발
- 발병정도에 기초한 저항성 평가방법 개발

□ 기대효과

○   MAS(Marker assisted selection) 체계확립을 통한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육종효율 향상 

연구자 : 곽도연, 055)350-1175, kwakdy@rda.go.kr

품종명
이병율

(%)
품종명

이병율

(%)

IR 50

02428

주남벼

69.9 a

64.9 a

56.4 b

54.1 b

추청벼

Tetep

Taducan

Jasmine 
85 

53.7 bc

48.3 cd

44.5 d

17.6 e 



200

국산콩 품종 신속 판별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수입콩은 대부분 유전자변형 농산물로써 인체 안전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지속

○  값싼 수입콩이 국산콩으로 둔갑 판매되는 유통질서 교란 우려 및 소비자의 
국산콩에 대한 신뢰 저하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

○  국산콩 신속 판별기술을 개발하여 시장교란 방지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Satt187 등 9종의 분자표지로 국내 육성 콩 품종 83종 100% 판별 가능
○ 콩 시료별 DNA 추출 및 판별
-  콩 잎, 종자, 콩나물, 두부에서 DNA 추출 ⇒ 콩을 이용한 가공품도 판별 
가능

      분자표지에 의한 품종구분            콩나물 시료             두부시료  

□ 기대효과

○ 국산콩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신뢰도 제고
- 수입콩의 시장교란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판별기술 적용으로 콩 품종의 브랜드화 및 지역특산화 지원 

연구자 : 서민정, 031)290-6737,  mjseo77@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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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등숙기 
물관리 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시기 조정에 따른 등숙기 물관리 기간 재설정 
필요

○  벼 등숙기 조기 완전낙수는 등숙비율과 천립중이 낮아지고, 완전미 수량이 
떨어지며 품질이 저하됨

□ 주요 연구성과

○ 완전 물떼는 시기 : 출수후 40일 이후
-  등숙비율이 높아지고 현미천립중이 증가하며,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고, 쌀
의 완전미율이 높아져 완전미 수량이 증대

○ 호남지역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중만생종 수확적기 : 10월 중순경
-  등숙비율, 천립중 및 완전미 수량 향상을 위해서는 출수 후 40일경인 9월 
중하순까지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 필요

   완전낙수 시기에 따른 등숙비율, 백미품위 및 미질('06, 호농연)

 * 토양 : 전북통 미사질양토(배수불량답)

□ 기대효과

○ 출수 후 완전낙수시기 설정으로 고품질쌀 생산

연구자 : 박홍규, 063)840-2166, parkhok@rda.go.kr

낙수시기
(출수후 일)

완전미율
(%)

단백질
(%)

백   미
천립중

(g)

완전미수량
(㎏/10a)

20 84.5 6.8 21.8 472

27 86.4 6.8 21.8 480

34 87.9 6.6 21.9 487

41 89.0 6.6 22.4 493

48 89.3 6.5 22.5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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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에 적합한 트랙터 부착형 벼 
담수조파 재배기술 개발

□ 연구배경

○  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노력 및 생산비 절감 
필요

○ 대규모 영농에 적합한 담수직파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및 정착

□ 주요 연구성과

○  담수조파는 정밀파종되므로 입모가 균일하고 트랙터 바퀴자국은 배수로로 이용 
○  담수조파는 파종노력이 담수산파 대비 74%, 무논골뿌림 대비 60%정도 절감됨

     *  ‘동안벼’, 5월 21일 4kg/10a 파종, 담수 표면조파(22조, 조간 30cm),   
시비량(N-P2O5-K2O)=9-4.5-5.7kg/10a

 
                 파종광경                     입모상태

□ 기대효과

○  대규모에 적합한 벼 담수 표면조파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쌀 생산비 절감
○ 파종과 동시에 정지작업 및 배수로가 설치되므로 입모 안정화기술 정착

연구자 : 백남현, 063)840-2167, backnh@rda.go.kr

파종노력시간

100
40

40

3.8
시간
/ha

3.8
시간
/ha

3.8

2.5

2.5

26

1.0

파종방법 담수표면산파 무논골뿌림 담수표면조파
 입모수(개/㎡) 127 106 116

입모균일도
(CV.,%)

13.4 8.4 8.0

 쌀 수량(kg/10a) 491 509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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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마커 및 형태특성을 이용한 
GAP 작물의 기원판별 기술 개발

□ 연구 배경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제정 2006. 2. 22.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4호]에 따
라 약용작물의 경우 재배에 사용되는 작물의 종자, 종근 및 묘목은 약재명
과 식물명이 검증된 재료로서 기록해 두어야 함

○  따라서, GAP 약용작물에 대하여 재배 초기에 재배식물의 기원을 판별해 내
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개발된 기원판별 분자마커 및 형태검색표의 내용을 작물별 SOP에 별도로 
삽입하고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해당부분에 SOP의 별표를 참고해서 기원식
물 판별이 가능하도록 명시

        황기판별SCAR마커       천궁판별SCAR마커      백출판별SCAR마커
개발된 판별SCAR마커 : 황기SAsmR, 천궁SLcR, 백출SAjR2, SAmR1

   당귀 OPC11 프라이머  지황 OPA 11 프라이머    지황 OPA 19 프라이머
개발된 판별RAPD마커

   

  A. 주피층 아래에 후각세포층 발달이 있거나 없고, 
     1. 피층에 유실 분포가 많음----------------------B로 이동
      1. 피층에 유실 분포가 없음----------------------A. acutiloba
  B. 코르크층 아래에 후각세포층이 잘 발달함-----------A. gigas
      2.후각세포층 발달 안함--------------------------A. sinensis
< 당귀 판별검색표의 예>

□ 기대효과

○ GAP 시행시 기원식물판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연구자 : 성정숙, 031)290-6822, sjs786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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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외국산과의 품질 차별화로 국내산 콩의 경쟁력 제고
○ 녹자엽 콩나물의 브랜드화

□ 주요 연구성과

○ 녹채콩 콩나물과 녹화 콩나물 특징

    
            녹채콩(무처리)         소강콩(무처리)     소강콩(백열등 6시간처리)

○ 광(백열등)조사 시간에 따른 자엽 및 배축의 녹화 정도(품종 : 풍산나물콩) 
     

          무처리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 기대효과

○ 녹자엽 콩나물과 녹화콩나물의 콩나물 구별
○ 녹자엽 나물콩의  입지강화 및 브랜드화

  연구자 : 조상균, 063)840-22480, cho5191@rda.go.kr

녹채콩 콩나물과 황자엽 녹화 
콩나물 육안 간편 구별법 개발

녹채콩나물 황자엽 녹화 콩나물

 - 자엽색이 연한 녹색을 띠며 개체
   간 색깔 균일
 - 자엽과 배축 경계부위 흰색

 - 자엽색이 녹색, 황색 등 개체간
   색깔 불균일
 - 자엽과 배축 경계부위 녹색(백색
   꽃 품종) 및 자색(자색꽃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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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린내 안나는 콩 관련 효소의 
신속 간편 식별법 개발

□ 연구 배경

○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채식용 나물콩 품종 개발 및 콩나물 생산을 위해서는 
lipoxygenase isozymes (Lx1, Lx2 및 Lx3) 검정법 확립 필요

○  Lipoxygenase isozymes의 검색방법으로는 검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분석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최적의 검정법 개발이 요구

□ 주요 연구성과

○ 전기영동법 : 4% stacking gel, 7.5% seperating gel로 SDS-PAGE 수행
○  효소활성측정법 :  분광광도계(Test 1, Test 2- UV660 nm; Test 3- 

UV452 nm)를 이용하여 측정
○  발색반응법 :  기질 반응용액의 pH에 대한 lipoxygenase 활성도 차이 및 

carotene bleaching 반응차이 구명
○ 전기영동법과 발색반응법을 조합 운용 분석시간 및 비용절감 
- 1인 100점 시료 분석/6.5시간, 재료비 약 54,000원

                Test Ⅲ                      TestⅠ,Ⅱ,Ⅲ
발색반응법을 통한 lipoxygenae isozymes 검정

□ 기대효과

○ 농가에서 재배되는 비린내 안나는 콩 품종의 혼입여부 판별
○ 계통선발시 초기세대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

  연구자 : 김영진, 063)840-2237, yjikim@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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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양자원정보 DB화 및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연구 배경

○ 농업기술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한 DB화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시급
○ GIS를 활용한 농업토양환경정보망 구축으로 정밀농업기술 구현
○ 정밀과학영농을 위한 토양정보의 효율적 이용체계 수립 요구

□ 주요 연구성과

○ 농업토양정보 DB화
- 세부정밀토양도(1:5,000) 전산화 : 5,427도엽
○ 영남지역 농업토양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48개시군
- 토양특성 정보 제공 : 토지이용 추천, 적지적작, 적성등급 등
○ 필지별 토양정보의 실시간 웹 서비스
- 필지별 토양특성 정보제공 및 토양관리처방 서비스  

□ 기대효과

○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토양관련 연구결과의 인터넷 이용 대농업인 서비스
-지역, 지번 검색으로 시비 및 토양관리, 적지선정, 토양개량
○ 토양분석 성적에 근거한 필지별 효율적 토양관리처방서 발급

연구자 : 정기열, 055)350-1263, jungk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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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유역 수질 최적관리를 
위한 GIS 환경자료 구축

□ 연구 배경

○ 새만금 유역의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기술 필요
○ 새만금 유역의 비점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자료 D/B 구축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새만금 수계 최적관리를 위한 GIS 연계 환경자료 구축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GIS 구축 

   • 새만금 권역내 토양특성별 데이타 분석 → 유역별 경지이용 현황분류
- 자연정화능 향상을 위한 GIS 연계 식생도 작성(소양천 등 24지역)

   • 식생조사 → 현존식생도 작성 → 자연정화능 평가 → D/B화
○ 새만금 유역 오염부하 산정 및 비점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GIS 지도 작성
- 새만금 유역 하천수질 모니터링 (40지점) 및 오염부하 산정 (‘03˜’06)

   • 점오염원 유출부하 : BOD 41,024 T-N 25,198 T-P 4,028 kg/day

   • 비점오염원 유출부하 : BOD 9,745 T-N 4,855 T-P 631 kg/day
- 행정구역 및 배수구역별로 오염부하 GIS 환경지도 구축

   • 부하량조사 → 비점오염 부하량 평가(토지이용, 축산 등)  → D/B화

□ 기대효과

○ 새만금 수계 소수계별 수질최적관리로 농업용수 수질향상
- 새만금 수계 소유역 단위 수질 최적 관리 대책 수립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설정시 GIS 환경정보 자료 활용

연구자 : 이경보, 063)840-2262, lkb1214@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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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내재해형
             쌍꽂이

□ 연구 배경

○ 최근 이상기후로 시설하우스에 대규모 피해가 매년 발생
- 시설하우스 피해복구액(최근 5년) : 1조 1,130억원(2,226억원/년)
○ 기존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1-2W형) 풍 및 적설에 취약
- 안전적설심 16.5cm, 안전풍속 21m/s ('03 보완형)

□ 주요 연구성과

○ 내재해형 모델 개발
- 안전적설심 : 16.5 → 46.1cm(2.8배)
- 안전 풍속 : 21 → 39.5m/s(1.9배)
○ 1-2W형 쌍꽂이 강도 보강 기술
- 기존 온실의 구조변경 없이 설치 용이
- 안전 적설심 : 16.5 → 22.0(33% 향상)

              내력 실증시험
   

□ 기대효과

○ 폭설, 태풍 등 기상재해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 최소화
○ 기존 비닐하우스의 구조변경 없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연구자 : 김경원, 031)290-1877, kim8415@rda.go.kr

농가보급형 내재해 자동화 하우스 
모델(1-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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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현재 한국표준규격(KSD3760)에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강관에 대한 강도 규정
이 없어 강도가 낮은 아연도 강관이 생산 보급되고 있음
- SGHL(일반용강) : 인장강도 270N/㎟

□ 주요 개정내용

○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의 종류 구분
-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강관(SPVH) → 일반용(SPVH), 구조용(SPVHS)
    ※ 용도구분 : SPVH(작물지지대 등 일반용), SPVHS(비닐하우스 구조용)
○ 재료의 기계적 성질 향상
- 인장강도 : 270 → 400N/㎟ (48% ↑)
- 강관의 허용오차
   • 외경 : ±0.5 → 0~0.5mm,  두께 : ±0.13 → 0~0.13mm
-  아연도금 부착량 :  138g/㎡ → 150g/㎡(관의 경우 양면 부착량을 300g/ 

이상)
○ 강관의 표시 : SPVHS     KSD 3760       25.4× 1.5      XXXX
                 (강종)     (KS규격마크)     (직경, 두께)     제조회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개정고시(2007년 3월1일부터 시행)

□ 기대효과

○ 비닐하우스의 자연재해 대폭 경감
○ 강도 및 내부식성 향상으로 비닐하우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연구자 : 김경원, 031)290-1877, kim8415@rda.go.kr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 
KS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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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해가림시설 내재해 모델

□ 연구 배경

○ 최근 이상 폭설 등으로 인삼해가림시설 피해 매년 되풀이
- 최근 5년간 피해 복구비 : 3,822억원(전체 농업시설의 25%)

□ 주요 연구성과

○ 기존 철재해가림시설의 적설내력 분석
- 안전 적설심 : 31cm
- 보조연목으로 사용하는 차광막 고정패드 강도취약
○ 철재 인삼해가림시설의 내력 보강
- 기본방향 :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조연목 보강
- 보조연목 보강

   • 모   양 :   (타원형)  →  (각형)
   • 규    격 : 28×16.5×0.9t → 24×19×1.5t
   • 적설내력 : 33 → 53cm

                     폭설피해 광경                내력분석

□ 기대효과

○ 인삼 해가림시설의 폭설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철재 해가림 시설은 2~3회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설치비 절감

연구자 : 이성현, 031)290-1839, leesh42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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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난방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기술

□ 연구 배경

○ 온풍난방기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미실시
- 성능검사시 열효율 80% 이상 규정 (81%~94%)
○ 열 이용효율이 높은 난방기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기술개발 촉진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에너지 소비효율 계측시스템 개발

○ 형식별 열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 

     

□ 기대효과

○ 사용농가의 고효율 기기 선택 및 기기의 신뢰성 확보
○ 온풍난방기 연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

연구자 : 유영선, 031)290-1887, rys0418@rda.go.kr

-  측정방법 : 열효율(간접식)→열
에너지이용효율(열교환된 온풍의 
풍량 및 온도 실측 산정)

-  열효율과 열에너지 이용효율의 
차이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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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물관리용 자동물꼬

□ 연구 배경

○  물꼬관리는 대부분 인력으로 하고 있어 노력이 많이 들고 정밀관리가 어려움
○ 물꼬관리 노동투하시간 : 26.8h/ha

□ 주요 연구성과

○ 취수물꼬 : 슬라이드 게이트 수직 개폐형
- 자동 : 담수위 감지센서에 의해 게이트를 개폐시켜 물량 자동조절
- 수동 : 인력으로 스크류를 회전시켜 게이트 높낮이로 물량 조절
○ 배수물꼬 : 엘보관 회전형
- 자동 : 담수위 감지센서에 의한 엘보관 각도조절로 담수위 자동조절
- 수동 : 엘보관의 각도 인력 조절로 논 담수위 조절

                    자동물꼬                             수동물꼬

    ※2006년 생산업체기술이전(조은엔지니어링 80대, 익산농기계 500대)

□ 기대효과

○ 물꼬 관리시간 절감
- 자동 26.8 → 3.5h/ha(87%), 수동 26.8 → 17.8h/ha(34%)
○ 농업용수절약
- 자동 4.5 → 0.3㎥/ha 1일(93%), 수동 4.5 → 4.0㎥/ha 1일(12%)

연구자 : 전종길, 031)290-1880, jjkfo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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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이앙기 자동 직진 시스템

□ 연구 배경

○ 고령화·부녀화에 따라 이앙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무논에서 이앙작업 중에도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와 편차를 정밀하게 추정하여 
자동 직진이 가능하게 하는 직진제어시스템 개발
-  GPS신호를 병렬로 수신하여 방위를 결정하는 다중수신 GPS (Vector GPS)
로 방위 측정

- 약 90m 직선 주행 시 평균 방위편차 0.25도, 측방편차 ±10.5cm
○ 경반, 요철 등에 의한 경로이탈시 자동보정
○ 주행 중 모판에 모 공급 등 다른 작업수행 가능

                        자동 직진 이앙기            다중수신 GPS 항법장치

□ 기대효과

○ 이앙기의 운전 편이성 향상 및 작업능률 향상
○ 여성 농업인과 고령자의 영농활동 촉진

연구자 : 김상철, 031)290-1847, sckim@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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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중경제초기

□ 연구 배경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벼 재배 요구도 증대
○ 농가에 보급되는 중경제초기는 무겁고 주간 제초효과 미흡

□ 주요 연구성과

○ 보행형 3조로 조간·주간 동시 제초
- 조간 : 로터 회전식, 주간 : 날개륜 자전식 
○ 제초시기에 따라 제초 폭 조절 가능 : 18~24cm
○ 작업성능 : 1시간/10a(인력 손제초 16시간/10a)
○ 잡초제거 효과 : 92.7%(제초제 사용 98.3%, 조간제초 89.3%)

                        작업광경                제초작업 전·후

□ 기대효과

○ 논 중경제초작업의 생력기계화로 노력 및 소요비용 절감
- 노력절감 : 94%, 소요비용 절감 : 6%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 생산

연구자 : 이공인, 031)290-1850, lgi598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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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벼 장기저장 시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저온저장이 필수적 임
○ 농가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저온저장고 요구도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보급되고 있는 상온통풍식 건조기를 저온저장 겸용기로 개량
○ 수확기에는 건조기, 고온기에는 저온 저장고로 활용
- 구조 : 상온통풍식 건조기 + 단열저장고 + 냉동 유닛쿨러
- 건조 및 저장용량 : 10~50톤
○ 건조 : 건감률 1~1.2%/일(10h 기준), 저장 : 연중 15℃ 이하 저온저장
○ 연중 상온통풍 건조 및 저온저장(15℃ 이하)으로 고품질 유지
- 발아율 : 85% → 97(12% 향상), 동할미율 : 19% → 8 이하(11% 감소)
- 지방산도 : 20mgKOH 이상 → 15 유지

         상온통풍건조기         단열저장고           저온저장고 내부 

□ 기대효과

○ 저온저장에 의한 저장기간 연장으로 고품질 쌀 생산
○ 쌀의 품질 유지로 부가가치 향상

연구자 : 김영근, 031)290-1905, ykkim206@rda.go.kr

벼 상온통풍건조 겸용 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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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RPC가 쌀농사의 중추적 기반시설로 정착되었으나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작업공정별 품질관리 기술이 아직도 미흡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장치 현대화 및 작업공정 개선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기대효과

○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
○ RPC 운영기술 향상으로 작업공정별 품질관리 가능

연구자 : 조광환, 031)290-1920, cho5503@rda.go.kr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작업
공정별 운영기술

구   분 현   행 개선방향

반입 ○ 품종수
○ 반입구
○ 품질검사

2~4품종
1~2개

제현율 등 외관검사

⇒ 1~2(대표품종 선정)
2~3(품종구분 반입)
단백질함량 등 내외부

건조 ○ 건조주체 RPC건조+농가건조 ⇒ RPC건조 확대

저장 ○ 함수율
○ 저장방법

13~17%
상온위주, 일부저온 저장

⇒ 15~16%
저온저장(10~15℃)

가공 ○ 입선별망 크기
○ 연미기 위치
○ 연미 가수량
○ 색채선별

1.6mm
연미기 배치 다양
100~300cc/min

1단선별

⇒ 품종별 1.6~1.9mm
정미부 후단

150~200cc/min
2단선별(유색 및 배색
 불량미 구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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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굴취하여 노지 건조시킨 양파 수집 및 줄기절단 기계화 요구
- 모내기, 장마 등으로 단기간내 수집 필요(저장 감모율 10~30%)

□ 주요 연구성과

○ 양파수집·줄기절단·톤백담기 일관작업형
- 양파수집 : 회전릴(끌어올림) + 체인컨베이어(이송)
- 줄기절단 : 송풍으로 줄기 상향정렬 + 절단날
○ 작업폭 : 116cm
○ 4륜구동·4륜조향 방식의 자주식 양파수확 전용기로 작업 적응성 증대

                       양파 수집            줄기절단, 톤백에 담기

□ 기대효과

○ 양파 수확작업 기계화로 노력 및 소요비용 절감
- 노력 절감 : 99%,  소요비용 절감 : 78%
○ 아물이(큐어링)와 건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양파품질 향상

연구자 : 최  용, 031)290-1859, duli2@rda.go.kr

자주식 양파 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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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분화재배에서 상토를 혼합하여 분에 충전하는 작업의 생력기계화 요구 증대
- 상토혼합 충전 노동투하량 : 122시간/2만본(전체 노동투하량의 23%)

□ 주요 연구성과

○ 상토혼합, 이송, 분 충전, 관수 일관작업
- 상토혼합 : 2중 나선 스크류식
- 충전 : 버킷엘리베이터
- 관수 : 노즐 분사식
○ 상토충전량 조절 : 80~100%
○ 적용 분의 크기 : Ø100~140mm

                    분 상토충전기          분에 상토를 담은 모습

□ 기대효과

○ 상토충전작업 기계화로 노력 및 소요비용절감
- 노력 절감 : 67%,  소요비용 절감 : 43%

연구자 : 김동억, 031)290-1852, kde1206@rda.go.kr

분 상토충전 관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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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사료 수확∙운반 장치

□ 연구 배경

○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청예사료 수확 및 운반기계화 요구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청예사료작물의 예취, 수집, 적재, 운반 일관 기계화
- 트랙터 부착 견인형
- 예취방식 : 드럼모어(예취폭 1.5m)
- 적재함 용량 : 300kg(한우 15두 1일 급이량 기준)
○ 작업성능 : 1.8시간/ha

                청예사료 수확·운반장치           작업광경

□ 기대효과

○ 예취, 적재, 운반의 개별 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움 해소
- 관행 개별작업에 비해 작업능률 4.7배 향상 및 소요비용 15% 절감
○ 엔실리지 생산장비가 없는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 자급도 향상

연구자 : 노진상, 031)290-1939, mech7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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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식 케이지내의 산란계 
감시시스템

□ 연구 배경

○  산란계사는 케이지가 높고, 유해가스 및 먼지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자동으로 
생육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주요 연구성과

○ 영상처리를 이용 폐·사계 발생 케이지의 위치정보 제공
○ 케이지별 산란수 측정, 과산계, 휴산계 검출 
○  열별, 층별 음수량 측정을 통한 이상유무 판단 및 니플막힘 등 급수장치의 
고장 자동인식으로 이상발생 경보

                      산란수 측정                  현장시험

□ 기대효과

○ 폐·사계 발생 케이지를 검출하여 조기 제거함으로 질병 예방
○  과산계, 휴산계 발생 케이지를 선별하여 조기도태를 통한 사료비 절감, 산란
율 증가

연구자 : 오권영, 031)290-1833, donggeu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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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탈취장치의 축분발효장 
적용효과

□ 연구 배경 

○ 악취방지법 시행('05.2.10)으로 축산시설 악취 규제강화
○ 축분발효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민원 고조

□ 주요 연구성과

○ 악취가스 탈취방식
- 악취가스 포집 : 중앙상단부에 설치한 T형 덕트로 강제흡인
- 탈취방식 : 우드칩을 이용한 바이오필터 방식
○ 축산시설 악취탈취장치의 탈취 효율
- 암모니아 가스 : 89%(68~99%), 황화수소 가스 : 94%(88~100%)
○ 악취가스 처리용량 : 50~60㎥/분
○ 수명이 다한 탈취재료는 토양개량재 등으로 활용

                탈취시스템 구조        대단위 축분발효장 설치광경

□ 기대효과

○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탈취로 민원 해소
○ 액비저장조, 축분발효장, 어분공장 등 적용범위 확대

연구자 : 이성현, 031)290-1839, leesh42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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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침전고형물 제거장치

□ 연구 배경

○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매년 약 700기의 액비저장조 보급
○ 가축분뇨액비저장조의 약 30%는 침전물이 쌓여 반출이 어려움

□ 주요 연구성과

○ 펌프에 의한 슬러리 고압분출로 침전물 퇴적층을 파쇄
○ 작업범위 : 높이 4m, 도달거리 10m
○ 트랙터 견인 이동 및 PTO 동력이용
○ 저장액비 침전물 교반 후 액비살포기로 배출 또는 호스로 직접살포
○ 작업성능 : 1시간/300톤(액비저장조 용량)

                  펌프 배출량 측정         액비저장조 침전물 파쇄광경
 

□ 기대효과

○ 관행에 비해 액비처리 작업시간 84%, 소요비용 70% 절감
- 작업시간 절감 : 84%, 소요비용 절감 : 70%
○ 액비저장조의 저장용적 증대로 액비 이용 효율증대

연구자 : 최광재, 031)290-1868, choikjae@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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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로 사과 예냉·저온저장 및 
이슬맺힘 방지 기술

□ 연구 배경

○ 홍로 사과의 장기저장을 위한 저온유통기술 개발 요구도 높음
○  저온저장한 홍로 사과를 상온에서 유통하면 과일 표면에 이슬이 맺혀 품질
열화와 포장상자 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대책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예냉·저온저장으로 중량·당도·경도변화 및 부패 억제
- 중량감소(28일저장) : 3.41%(상온) → 0.94(저온)
- 당    도 : 11.5Brix → 4.2
- 경    도 : 65.5N → 76.0
- 부    패 : 3.0% → 0.0
○ 이슬맺힘 방지로 포장상자 붕괴 및 저장물 품질열화 방지
- 이슬맺힘 : 0.62g/개(덮개 미사용) → 0.05(덮개 사용)
○ 유통기간 : 20일(상온유통) → 59일(예냉·저온저장)+10일(상온유통)

              예냉기            고습도 저온저장고         이슬맺힘 방지 덮개
 

□ 기대효과

○ 예냉·저온저장으로 유통기간 연장 및 고품질 홍로 사과 출하
○ 결로방지로 포장상자 붕괴 및 품질열화 방지

연구자 : 윤홍선, 031)290-1909, hsyo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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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세척·살균 시스템

□ 연구 배경

○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도생산을 위한 세척 및 살균기술 요구(농협)

□ 주요 연구성과

○ 포도 투입, 세척, 살균, 표면물기 제거 일관작업형
○ 세척수에 의한 재오염 방지를 위해 3단계로 구분 세척 및 살균
- 공기방울→초음파(28KHz, 1.2kW)+공기방울→전해수(80ppm)
○ 세척성능 : 870kg/시간(인력의 5.1배)
○ 세척정도 : 일반세균 96.7%, 곰팡이균 82.2% 제거, 손상률 0.56%
○ 유통기간 : 저온유통 45일, 상온유통 5일(중량감모, 탈과율 1%정도 높음)

             세척 및 살균               물기 제거             저장 및 출하

□ 기대효과

○ 위생적이며 깨끗한 세척 포도 생산으로 상품성 향상 및 브랜드화
○ 포도 세척, 살균 작업의 기계화로 노력절감(76%)

연구자 : 박회만, 031)290-1906, phem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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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SPR 
바이오센서

□ 연구 배경

○  안전한 농산물 보급을 위하여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표면플라즈몬공명(SPR)과 효소면역분석법을 이용한 잔류농약 검출
○ 검출대상 : 카바메이트계 4종, 유기인계 5종
- 카바메이트계 : 카보프란, 카바릴, 벤프라카브, 치오디카브
-  유기인계 : 다이아지논, 카두사포스, 에토프로포스, 파라치온-메틸,클로르피
리포스

○ 검출시간 : 1분 40초(농산물 전처리 소요시간 제외)
○ 검출한계 및 정밀도 : 0.01 ~ 0.001(㎍/㎖), 95% 이상

    표면플라즈몬공명(SPR)과 농약검출                잔류농약 검출 SPR 바이오센서

□ 기대효과

○ 신속한 잔류농약 판별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향상 
○ 국내산 또는 수입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오염도 모니터링

연구자 : 양길모, 031)290-1916, bestmomo@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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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의 신속 검출 기술

□ 연구 배경

○  신선 편이(fresh-cut) 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신뢰성 
저하 및 불만이 증가됨

○ 세척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이물질검출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기계시각에 의한 저밀도 이물질 검출
- 민달팽이, 지렁이, 벌레, 컨베이어벨트 조각, 나무 조각 등
○  역광을 이용한 이물질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신선편이 채소의 상부뿐만 아
니라 하부 및 잎 뒤에 붙어있는 이물질 검출

○ 검출정밀도 : 양배추잎 3배 위에 있는 이물질 100% 검출

            스펙트럼 특성            영상처리 전             영상처리 후

□ 기대효과

○ 신선편이식품 가공공정 중에 이물질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검출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편이 가공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연구자 : 강석원, 031)290-1908, skan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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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 연구 배경

○  농기계 안전사고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안전예
방대책 마련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빈도
- 경운기 : ('02) 129회/만대 ⇒ ('05) 101회 (△22%)
- 트랙터 : ('02) 184회/만대 ⇒ ('05) 128회 (△30%) 
○ 사고발생이 많은 시기 : 5~6월, 10월
○ 사고원인 
- 농작업사고 : 운전자 부주의 80%
- 교통사고 : 안전운전 불이행
○ 안전장치 미부착율 
- 경운기 등화장치 41%, 트랙터 안전 프레임 13%
○ 농업기계 안전이용 지침서 등 제작 배포 및 홍보

         표준영농교본             리플릿                    TV 홍보

□ 기대효과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

연구자 : 신승엽, 031)290-1888, shin685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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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적정 농기계 선정 
및 정비기술 정보제공

□ 연구 배경

○ 영농규모에 적합한 농기계 선정으로 이용도 증대 필요
○ 농기계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 절실

□ 주요 연구성과

○ 적정 농기계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대상기종 : 트랙터 등 5기종
- 영농규모, 지역조건 등에 따라 적정 농기계 선정
- 인터넷 웹 서비스를 통한 기술정보 제공
○ 콤바인 고장수리기술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점검정비 및 소모품 교환 : 34건(이미지 26, 동영상 8)
- 고장증상에 따른 진단 및 처방 : 97건(이미지 78, 동영상 18)
  ※ 시스템 운영 : 농공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www.niae.go.kr)

      자료입력             결과출력              동영상              이미지
        농기계 선택 의사결정시스템             콤바인 고장수리기술 정보시스템

□ 기대효과

○ 농가 경영규모에 알맞은 농기계 선정으로 저비용 농업기계화 실현
○  농기계 수리정비 등 제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전달 농업인
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

연구자 : 김형권, 031)290-1934, khgweo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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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배경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자체 영농여건에 맞는 운영방법으로 기계화를 촉진
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나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미흡
- 추진계획('03~'11) : 320개소('06년까지 33개소 설치)

□ 주요 연구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태 조사 분석
- 조사대상 : 23개소(정부지원 19, 지자체사업 4개도)
   • 임대유형 : 단기임대 13, 장기임대 6, 농작업 대행 4개소
   • 운영주체 : 농업기술센터 13, 지역농협 10개소
- 조사내용 : 임대농기계, 시설장비, 임대방법, 임대료 등
○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
- 지역 특성 및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임대유형 선택 지침
- 임대유형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임대 농기계 선정 기준
- 임대농기계별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 제시
- 임차인의 선정, 임대농기계 관리 등 운영방안

□ 기대효과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 개정
○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방법 제시로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발간 배부(1,000부)

연구자 : 신승엽, 031)290-1888, shin685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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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표준 규격(KS) 개선

□ 연구 배경

○ 농업기계 분야에는 총 218개 KS 규격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
○ 기술발달, 신기종 개발보급 확대 등에 따라 표준규격의 제·개정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KS규격 제·개정(안)

            바인더 및 콤바인용 예취날     트랙터용 전기컨넥터 신호 회로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분무노즐       승용이앙기용 차륜 

□ 기대효과

○ 콤바인 예취날, 트랙터 전기컨넥터 등 부품규격 표준화로 호환성 증대

연구자 : 김기택, 031)290-1955, kimkt@rda.go.kr

현    행 개정(안)

○바인더 및 콤바인 예취날
○트랙터 전기 콘넥터
○스피드스프레이 분무노즐
○승용이앙기 차륜

○모양 및 치수 3종
○  신호회로 접점 
   국제규격 불일치
○규격무(3종 내외)
○규격무(각사 상이)

○1종
○ISO 규격으로 조정
○노즐체결부 및 분판(1종)
○체결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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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무가온 재배시 경제적인 
야간습도 경감기술

□ 연구 배경

○  토마토 시설재배는 대부분 보온위주로 관리되어 야간습도가 높아 병발생과 
생리장해가 심하여 품질과 수량이 떨어짐

○  겨울철에 광보다 기온이 토마토 수량에 영향이 크므로 농가에서는 환기를 
기피하므로 과습에 의한 병발생이 높음

○ 야간습도를 낮추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제습제(제오라이트)를 이용하여 상대습도를 7~10%정도 낮추어 토마토   
잎곰팡이병 발생률을 10%이상 낮춤

○  제습제를 이용한 습도제거는 상대습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낮 출 수 있고  
재생이 용이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음
- 제습량 : 10~20L/200L(제습제 용량)/일/10a

                       제습에 의한 작물 상태       하우스 내 제습장치

□ 기대효과

○  제습제는 기존의 제습기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음(가격 1/5 수준)

○ 토마토 등 무가온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및 수량 증대 : 8~20%

연구자 : 이재한, 051)602-2132, lejan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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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 기술

□ 연구 배경

○ 원예시설 51,237ha의 25%인 12,700ha가 난방재배를 하고 있음
○ 계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가중
- 면세경유가격 : ('01) 360 → ('06.9) 695원/ℓ('01대비 93% 상승)

□ 주요 연구성과

○  다겹보온커튼 : 여러 겹의 보온소재를 이불처럼 누빈 커튼자재를 사용하여 
보온성 우수(기존의 부직포 커튼 대비 연료비 46% 절감)

○  석탄온풍난방기 : 값이 싼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면서 경유난방기와 비슷한 
난방성능 발휘(기존의 경유난방기 대비 연료비 42%절감)

○  온풍난방기용 2중덕트 : 난방기에서 나오는 열풍을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
도록 덕트를 2중으로 제작(기존의 1중덕트에 비해 연료비 13% 절감)

        위 3가지 에너지절감기술 패키지투입 효과 : 연료비 67% 절감

               다겹보온커튼        석탄온풍난방기    온풍난방기용 2중덕트

□ 기대효과

○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ha당 난방비 40,200천원 절감)
○ 국가적으로 연간 7,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에 기여

<보급율 별 난방비 절감효과 추산>

연구자 : 이시영, 051)602-2152, leesy42@rda.go.kr  

보급율(면적:ha) 10%(2,546) 50%(6,366) 100%(12,731)

난방비절감(억원/연간) 512 2559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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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농업연구소 개발기술 
현장접목연구 확대추진

□ 연구 배경

○ 난지권 농축산물 재배면적 및 재배작물 점증
- 1,000ha 이상 작목 수 : ('80) 1 → ('90) 7 → ('05) 9작목
- 만두(수) 이상 축종 수 : ('97) 5 → ('00) 5 → ('05) 11축종
○ 생산 현장의 욕구는 다양하나 현장지원 연구는 다소 미흡

□ 주요 연구성과

○ 감귤 육성품종 ‘하례조생’ 및 ‘탐나조생’ 현장실증 연구
- 육성품종 조기보급 : 20개 농가
- 묘목 조기 대량 보급을 위한 생산 판매권 통상실시 : 4개 업체
○ 수출용 아스파라거스 및 단호박 종합생산기술 실증 연구
- 아스파라거스 포장의 봄 배추 간작에 의한 소득향상
-  단호박 입체 밀식재배 생산성 향상 : 2,000 → 2,700주/10a, 43% 증수
○ 난지연 육성 참다래 농가실증 시험
- 농가실증 시험 : 3품종(제시골드, 제시그린, 제시스위트), 농가(제주 6, 전남 1)
○ 마늘 대주아 이용을 위한 남해안 지역 현장 연구 추진
- 고흥 등 4지역 현장실증 및 마늘 주산지 47시군의 재배실태 조사

           감귤신품종 농가시범재배      참다래 현장평가  대주아 재배 현장평가(남해)

□ 기대효과

○ 개발기술의 조기보급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농가현장의 애로기술 조기 발굴 및 해결

연구자 :  윤수현, 성기철, 김성철, 김천환 064)741-2541 yunsh@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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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제는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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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어메니티 자원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활용(3유형)

□ 연구 배경 

○  농촌계획에 있어 어메니티 자원 활용은 특정자원에 편중되어 지역별로 유사
한 계획안이 수립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 및 다양화된 자원활용이 요구됨

○  다양한 생활권역과 자원권역을 고려한 마을종합개발,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이 필요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000개 권역 확대(2017년까지)

□ 주요 연구성과

○  자연생태형 어메니티자원 활용 모델 개발 : 화천군 화천읍 동천 권역 
   (1) 어메니티 자원현황 분석

   (2) 발전구상
-  특화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해 버섯, 인삼, 오이 등의 풍요로운 농업자원
을 활용하고 낚시, 휴양 등의 활동을 유도하여 마을의 매력과 인지도 고취

-  동촌권역은 평화의 댐이라는 인근자원을 비롯한 산촌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생태와 수려한 경관을 특성화 하는 생태산촌마을로 개발목표를 수립

            자연생태형 발전구상         활용 시나리오와 주요 사업간의 관계도

법정리 자원명

동촌리(8)
해산 녹색 체험관, 해산 농촌체험연수원, 파로호, 해산, 
표고버섯재배지, 디딜 방아터, 계류, 낚시터

풍산리(8)
해산가든, 백암유료낚시터, 풍산 소류지, 계곡(집앞골, 홍골, 물안골), 
산신제 제당, 쌍용사, 표고버섯 재배지, 야생동물(멧돼지,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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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형(농업) 어메니티자원 활용 모델 개발 : 강화군 외포권역
   (1) 어메니티 자원현황 분석

   (2) 발전구상과 자원활용 시나리오 구성
-  활용성이 큰 어메니티 자원을 토대로 계획권의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면 ‘농
업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들 수 있음

-  ‘농업문화’의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
는 사업,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
으로 구성

               역사문화형(농업) 발전구상    활용 시나리오와 주요 사업간의 관계도

○ 역사문화형(역사) 어메니티자원 활용 모델 개발 : 강화군 읍내 권역 
   (1) 어메니티 자원현황 분석

연구자 : 강방훈, 031)299-0513, pmkbh@rda.go.kr
   

법정리 자원명

외포리(8)
공예마을 표고버섯재배지, 삼별초 항쟁비, 외포 1리 짚풀공예관, 외
포 2리 젓갈시장, 외포리 곶창굿, 휘어진 소나무, 망양돈대, 꽃동산

황청리(8)
코스모스갤러리, 황청저수지, 황청포구, 용두레마을(용두레장터), 
용두레 무형문화제, 황길범 선생님, 마을 숲, 고목, 삼암돈대

법정리 자원명

읍내리(12)
보호수, 연산군 적거비, 부근당, 교동읍성, 돌담-1, 교동부지, 
동진나루, 남산포, 삼군수군통어영지, 교동향교, 성전약수, 비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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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건강장수 활동 
프로그램 활용

□ 연구 배경 

○  농촌지역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는 도시지역에 비해 높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 지원프로그램은 열악한 실정임 

○  농촌을 진정한 건강장수 사회로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인 노인의 성공적 노
후생활 보장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서 역할유도와 활동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1) TAKE10! 노년기 운동·식생활 프로그램
○  미국, 일본 국제생명과학협회 건강증진협력센터의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 프로그램 구성
- 운동프로그램 : 요일별 10분간 운동내용 및 방법 소개
-  식생활프로그램 : 10가지 식품섭취, 10일간 자가 식생활   
진단, 월별 식생활 기록 달력 수록

○ 프로그램 활용방법 설명회 및 효과평가 : 농촌건강장수마을 100개소
  

  
 2) 농촌노인 1촌1교 활동 프로그램 
○ 봄(3~5월) : 1교1촌 자매결연, 농사체험활동
○ 여름(6~8월) : 자연학습 체험활동
○ 가을(9~11월) : 마을생산품 판매활동
○ 겨울(12~2월) : 전통문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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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노인 사회·여가활동 프로그램
○ 일일 활동 : 매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건강체조
○ 주간 활동 : 요일별 문화·교양형·봉사형·오락형 등
               더불어 함께하는 그룹활동으로 구성
○ 계절 활동 : 봄·여름·가을·겨울철의 사계절활동
               마을 단체활동으로 구성

 4) 농촌노인 경제활동 프로그램
○ 일일 활동 : 노인에 맞는 경작업 실버농업으로 구성
○ 주간 활동 : 노인 그룹별로 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구성
○ 계절 활동 : 노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마을별 브랜드 상품 개발

 5) 건강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보호 안전망 개발
○ 노인의 일, 식생활, 운동, 여가, 의료가 조화되는 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  농촌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유도하고 노인을 농촌지
역사회 생산적 자원화에 기여토록 함

 ○ 건강한 노인상 구현으로 노인 부양문제를 완화

연구자 : 박공주, 031)299-0490, parkgj@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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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메밀 부가가치 증대 연구

□ 연구배경
○ 고랭지권 작목의 다변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부가가치 증대 연구 필요
○ 지역 생태환경 및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는 복합영농기술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메밀 신품종 육성 및 농가 조기보급을 위한 채종시스템 구축
- 가을 생태형 다수성 메밀 ‘다원’ : 135kg/10a(표준대비 9% 증)

              신품종 ‘다원’        고루틴 쓴메밀          ‘대산’ 메밀

○ 지역 전통문화(효석문화제)와 연계한 경관성 제고기술 개발
- 다화성 유색메밀 품종 육성 및 연중 개화기술 개발 

             다화성 신품종 다원       유색메밀            메밀밭 전경 

○ 메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이용기술 개발
- 쓴메밀을 이용한 루틴 고함량 새싹채소 생산기술 개발
- 메밀순, 메밀꿀의 소득자원화 기술 개발 : 농가소득 1.9배 증

         쓴메밀 새싹채소        메밀순        메밀꿀 채밀 및 기능물질 탐색

□ 기대효과
○ 재배면적 확산을 통한 메밀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 8(’05)→20ha(’06) 
○ 메밀의 부가가치 향상 및 경관성 제고를 통한 신소득원 창출

연구자 : 윤영호, 033-330-1625, yyh010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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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

2006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42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DB 및 책자 활용

□ 연구 배경 

○  현재 국가식량 수급계획, 영양정책 입안, 건강관련 식품 및 서비스 산업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 정밀화된 분석기술과 신품종 식품의 개
발에 따라 식품성분표의 지속적인 질적, 양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 연구성과

○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식품성분표 (제 7개정판)」개발 (1편과 2편으로 구성)

○ 1편 식품군별 수록내용

구 분
식품 수록수

제6개정판(‘01) 제7개정판(‘06)

▶제1편
 ° 일반성분, 무기질, 비타민

2,337종 2,505종

▶제2편
 ° 아미노산

548 749

 ° 지방산, 콜레스테롤 480 568

 ° 비타민B
6
, B

12
, 엽산, 판토테산 1,121 1,120

 ° 식이섬유 160 286

 ° 미량무기질 834 924

식 품 군
종 수

식품군
종수

제6개정판 제7개정판 제6개정판 제7개정판

 1 곡          류 258 285  10 난          류 17 19

 2 감자·전분류 41 42  11 어    패    류 661 667

 3 당          류 50 54  12 해    조    류 63 64

 4 두          류 46 47  13 우    유    류 46 46

 5 견과·종실류 67 80  14 유    지    류 29 31

 6 채    소    류 358 428  15 음 료 ·주 류 98 101

 7 버    섯    류 40 50  16 조  미  료  류 72 72

 8 과    실    류 169 179  17 조리가공식품류 59 60

 9 육          류 235 230  18 기          타 28 50

 합          계 2,337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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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수록내용

○ 기술이전 협약 체결
- (주) H & K Infocom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 (주) 코림바이오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 도서출판 효일 :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책자

     협약식 장면 : 2007. 3. 14(수)      농진청이 발간해온 식품성분표 책자와 CD

□ 기대효과

○ 국가 식량 수급계획 수립 및 영양 정책입안 기초자료 제공
○  학교, 군대, 산업체, 병원 등의 단체급식 관리, 식생활 및 영양교육ㆍ연구 등
을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도모

○  국내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평가 및 “영양표시” 정보용 자료로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유통 농산물과 식품의 잠재적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  비만관리 매체 및 웰빙 식단 제공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건강관련 산업 발
전에 기초자료 제공  

연구자 : 김세나, 031)299-0563, gasinali@rda.go.kr

수록영양소 종 수 수록영양소 종 수

비타민 B
6  

1,059 식이섬유 286

판토텐산 1,014 마그네슘 918

비타민 B
12

1,036 망간 428

엽산 1,069 아연 925

비타민 D 766 코발트 61

비타민 E 949 구리 905

비타민 K 879 몰리브덴 33

아미노산 749 셀레늄 257

지방산 568 불소 49

콜레스테롤 296 요오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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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한 
화훼식물 이용

□ 연구 배경

○  새집증후군은 각종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유기화
합물(VOC)이 원인물질임

○  새집에 사는 사람의 94.1%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증상을 경험함
○  화훼 유통업체에서 공기정화식물을 판매에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식물 종류에 따른 특성연구 미흡함

□ 주요 연구성과 

○ 포름알데히드(HCOH) 제거능 우수 식물 선발
- 관엽식물 : 아스플레움, 디펜바키아, 싱고니움, 안스리움 등 15종 
- 자생식물 : 맥문동, 털머위, 모람, 차나무, 팔손이, 고비, 부처손 등
- 기    타 : 로즈마리, 나도풍란, 호접란, 구아바, 귤나무, 크라슐라 등
○ 아토피성 천식에 우수한 실내식물 선발 : 치자, 귤나무, 로즈마리 등
○ 생활공간 내 실내식물 적정 투입량 (6평당 HCHO 20%감소시키는 화분수)
- 식물 크기 (대) 3.6개(초장 100cm 이상), (중) 7.2개, (소) 10.8개

  
                   고비              디펜바키아            털머위

□ 기대효과

○ 공기정화식물 이용 효율증진 
- 생활공간에 적정 투입량 설정으로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활용도 증대
○ 실내식물 소비촉진 및 생활원예 조기 정착 
- 실내식물의 판매 증가 및 화훼식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신수요 창출

연구자 : 김광진, 031)290-6162, kwangji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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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바키아 
‘마리안느

아글라오네마 
‘실버킹

스킨답서스 호야

섬쇠고비 디지고데카 
'캐스터'

쉐플레라 행운목

실내습도 향상과 수경 장식품에 
적합한 식물 선발

□ 연구 배경

○ 화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수경이 가능한 식물 선발 필요함  
○ 수경장식시 용기내 조류발생으로 상품성 저하에 따른 대책 필요함
○ 실내 습도조절 효과가 큰 작물 선발 필요함

□ 주요 연구성과 

○ 수경재배 우수 작목선발 : ‘마리안느’등 9종 
○ 조류 발생량이 적은 배지 선발 : Hydroclay(조류발생량 23.8mgㆍL-1)
○ 실내습도 조절에 효과가 큰 작물 선발 : 섬쇠고비 등 13종
- 실내습도를 15~30% 높임

 

□ 기대효과

○  실내에서 수경장식품으로 적합한 식물과 조류 발생이 적은 배지선발로 화훼
이용 확대

○  수경장식품은 다른 분화에 비해 관리가 쉽고 실내 습도 조절효과가 커 쾌적
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  

연구자 : 유은하, 031)290-6163, galaxy@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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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건강 장수마을 세대간 
원예프로그램 도입효과

□ 연구 배경

○  농촌건강 장수마을 공동체의 활력과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촌건강 장수마을 원예프로그램은 농촌생활과의 장수마을 사업추진 목적인 
건강관리, 사회활동참여, 소프트웨어 중심 프로그램 등을 실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요구

□ 주요 연구성과 

○ 대상 : 어르신 20명과 지역어린이 40명에 대해 한 세대간 원예프로그램실시
○ 어르신들의 우울 성향 감소 : 44.0 → 33.7%
○  농촌건강 장수마을 세대간 원예프로그램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메뉴얼 개발 

 
                    짝짓기           채소기르기       프로그램매뉴얼

□ 기대효과

○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공동체 활력증진, 어르신들의 가치감 향상, 어린이들의 
교육적 효과

○ 농촌건강 장수마을 세대간 원예프로그램의 활용 확산
○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03) 34.4 → ('06) 39.4 → (장기) 60%

연구자 : 김형득, 031)290-6160, kimriver@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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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고랭지 농산촌 
종합모델 개발

□ 연구배경

○ 우리나라 농촌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경쟁력 취약 
- 농업소득 비율 : 한국 41.6, 대만 20, 일본 13, 미국 9%
○ 고랭지권역은 지속가능한 생태안정적인 농업 농촌으로 전환 시급 
- 생산성, 농산물 안전성, 환경성 및 경관성을 고려한 새농업 농촌모델 구축
○ 농외소득 및 생태계의 안정화에 바탕을 둔 새농업 농촌모델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농촌 어메니티 자원특성 분석 및 DB화
○ 종합(holistic) 농촌 공간계획 작성 : 농업소득+농외소득(어메니티 자원)
○ 지역맞춤형 특성화 농업지구 현장실증(농림부 지원사업)

□ 기대효과

○ 고소득 : 농가소득 47% 향상 → 웰빙 장수마을
○ 청정환경 : 비료 농약 70∼80% 절감 → 괘적한 미래형복지농촌
○ 빼어난 경관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확대 → 국토의 균형발전
     ※ 농과원, 기술지원국, 강릉대,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공동

연구자 : 안재훈, 033-330-1900, jh6590@rda.go.kr
         유동림, 033-330-1830, ydl590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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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사료맥류 품종의 
보급 확대 및 홍보 강화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총체보리의 사료가치 우수성으로 재배면적 및 수요가 급증 추세
- 재배면적 : ('03) 893ha → ('05) 9,787 → ('06) 15,000 → ('10, P) 50,000
○ 총체보리 재배 경종농가의 소득은 1,124천원/ha으로 곡실보리의 62% 수준
- 곡실용 겉보리 1,667천원의 67%, 쌀보리 1,941천원의 58% 
○  경종,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총체맥류 우수 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급

□ 연구개발 성과

○ 경종-축산농가 연결체 사업 시범포 조성 : 48개소, 50ha, 영양보리 
- 총체보리 전용품종의 우수성 확인, 종 100톤 ('06, 500ha 재배 확대)
○ 연결체 시범단지 현장 지원 : 중부 평야지, 남부 중산간지 및 평야지
                                 총체보리 생산 미흡 지역 중점

          시범포 조성 다수성 “영양”              지역별 현장 평가회 실시

□ 기대효과

○ 총체보리 사일리지의 사료가치 및 가격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안전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경종-축산 농가 협력 체계 구축

  연구자 : 박기훈, 063)840-2258, pkh@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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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재배품종
수량(㎏/10a) 단지생산량

(㎏)
수매가(원/㎏)

단지 일반 단지 일반

충북 진천 조생흑찰벼 550 520 165,000 2,175 1,875

경북 안동 백 진 주 벼 518 515 518,000 1,997 1,684

경북 포항 해 평 찰 벼 436 495  43,600 1,979 1,679

특수미 신품종 명품화 
단지조성 및 컨설팅

□ 연구배경

○ 신품종 특수미 품종의 대단위 재배단지 조성
○ 지역별 명품 단지조성 및 브랜드화 추진

□ 연구성과

○ 단지규모 : 4개소, 141ha
- 조생흑찰(진천 30ha), 백진주(안동 100), 해평찰(포항 10), 만미벼(장수 1)
○ 단지 농업인 교육 리플릿 발간, 상표개발 및 지원

        포장재 출원 및 등록        백진주 포장재           교육용 리플릿

○ 특수쌀 명품화 단지운영 효과

   * 수매가는 '06년 12월 농가현장 수매가 적용.

□ 기대효과

○  참여농가의 영농교육, 현장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컨설팅 및 표준재배기술 준
수 등을 통한 농업인의 고품질 작물 생산기술 향상.

○  산, 학, 연 참여에 의한 지역 단체, 기관 및 농업인의 협력 강화로 농업인의 
작물 생산 정보와 시장 정보 등의 활용능력 제고.

연구자 : 최돈향, 윤영환, 031)290-6860, cdh102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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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콩 지역특산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 연구배경

○ 최근 육성된 고품질 신품종 콩의 농가 조기 확대보급
○  신품종 콩의 지역별 특산단지 조성 및 가공제품의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창
출 기여

□ 연구성과

○ 단지규모 : 44농가 85ha('06)
○ 지원내역 : 종자지원(700kg), 재배기술 교육, 홍보, 브랜드화 지원 등
○ 농가 생산, 유통 및 가공제품화 : 유통 및 가공 : 농협수매, 두부 등   

               현장 평가회        대풍콩 성숙기         두부 시제품

○ 특산화 단지운영 효과

   * 콩 가격은 '06년 12월 농가현장 가격 적용.

□ 기대효과

○  우량 품종의 농가조기 보급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로 영농의식 고취, 자신감 
부여

○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된 안전 고품질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욕구 대응 
및 신뢰성 증대

연구자 : 유용환, 윤종탁, 031)290-6854, jongtag@rda.go.kr

지  역 재배품종
수량(㎏/10a)

단지생산량
(㎏)

수매가(원/㎏)

단지 일반 단지 일반

경기 포천 대  풍  콩 250 174 37,500 2,200 2,300
충북 진천 대  풍  콩 250 174 12,500 3,000 2,700
강원 속초 대  풍  콩 202 174 10,100 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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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콩 재배 및 특산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대

□ 연구 배경

○ 논 콩 생력기계화 안전생산 기술개발 및 농가현장 접목  
- 용도별 적 품종 선정 및 영농 규모별 생력 기계화
○ 고품질 기능성 콩 신품종의 지역특산 브랜드화 추진·확대

□ 주요 연구성과

○ 논 콩 생력 기계화 안전 생산기술 개발·보급 
- 논 재배 적응 품종 증식·보급 : 용도별 적 품종 선정
- 영농규모별 기계화 일관작업체계 현장 실증시험
○ 콩 용도별 특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지원
- 청자콩 단지조성 확대 : 62ha('06)→ 안동 60ha, 파주 100ha 
- 영남지역 논 콩 생력 기계화 선도단지 육성 : 2개소(안동, 밀양)
-  기능성 콩 신품종 조기보급 및 현장실증 : 청자3호(안동, 파주),   
풋콩(삼척), 콩잎(완주, 제주)

                       2005년 경북 예천2006년 경남 밀양

                                2006년 경북 안동
                  영남지역 콩 생산·가공 특산단지 조성사업 광경

□ 기대효과

○ 논 콩 생력 기계화 선도단지 육성을 통한 조기 기술 보급

 연구자 : 김정태, 055)350-1232   kjt693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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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 녹자엽 나물콩「녹채콩」 
지역브랜드 개발

□ 연구 배경

○ 녹채콩 재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지자체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주요 연구성과

○ 무안군「녹채콩」작목반 결성 및 대단위 단지 조성 : 15ha
○ 농산물 유통 협약식 개최('06. 5)
- 무안군 : 브랜드(황토랑) 사용 및 녹채콩에 대한 품질 인증
- (주)풀무원 : 무안군에서 생산한 녹채콩 전량 수매  
○ 녹채콩 브랜드화 사업 포장평가('06. 9)
- 참석자 : 작목반, 마늘재배농가, 행정,기술센터 등 65명 
- 농가보급 및 브랜드화 가능성 확인

 
               농산물 협약식       녹채콩 브랜드화     사업단지 현장평가

□ 기대효과

○ 브랜드화를 통한 수입산과 차별화로 국산나물콩 경쟁력 강화
○ 산업체와 계약재배로 녹채콩 안정생산 기틀 마련 
○ 지자체의 지역특화 사업 방향 제시로 농가소득 향상 

  연구자 : 오영진, 063)840-2195, ohyj5894@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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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지역 브랜드화 추진

□ 연구 배경

○ 특용작물 용도별 고품질 신품종 개발에 의한 자급률 제고
○ 수입산과 차별화를 통한 특용작물의 경쟁력 및 소비의 다양화
○ 지역특화 고소득 작물개발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 주요 연구성과

○ 참깨 고기능성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참깨 리그난 고함유 참깨 “고품” 개발 : 표준대비 1.7배 높음
- 참깨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체계 확립 : 수확 기계화 추진
○ 올레인산 고 함유 건강 기능성 땅콩 개발
- 올리브유 대체용 고 Oleate 계통 : 올레인산 함량 80%
- 풋 땅콩 고 식미 품종 개발 : 조생 품종 육성
○ 소면적 작물 지역 특산화 및 브랜드화 사업
-  참깨, 땅콩 주산단지 조성 : 신안군(평안깨,미흑깨 10ha),    
예천군(참원, 조평땅콩 10ha) 

- 소비자 선호형 잎들깨 “동글2호”의 브랜드화 : 밀양시, 금산군
 

             고리그난 “고품”    다수성 풋땅콩 “조평”  잎들깨 “동글1호”

□ 기대효과

○ 수입산과 차별화 및 수요자 맞춤형 품종육성으로 특용작물 소비확대
○ 권역별 특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의한 생산기반 확대

 
연구자 : 강철환, 055)350-1236, cwkang@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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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나팔나리 신작형 개발 

□ 연구 배경

○ 신나팔나리 종자는 대부분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함
○  신나팔나리를 종자로 재배할 경우 절화가격이 낮은 7∼8월에 출하하므로  
소득이 낮음(종자비 : 1,800~2,600천원/10a)  

○ 종자재배를 대체할 구근 또는 인편자구를 이용한 신작형 개발 필요

□ 주요 연구성과 

○ 인편자구 유묘를 이용한 단경기(9~10월) 수확 신작형 개발 
-  2월하순(인편삽목) → 3월하순(인편자구 정식) → 5월하순(15℃에서 4주간 처리) 
→ 6월하순(정식) → 9월 중순이후 출하

- 인편자구 이용재배시 종자재배에 비해 엽수는 6.9개 많고
   개화률 7.2% 높음.

            
               인편삽목구 재배포장             출하시 모습, 9월 중순

□ 기대효과

○  인편자구 유묘를 이용하여 신나팔나리를 재배하였을 때 종자재배에 비해  
소득 2.5배 높음

○ 인편자구 유묘 이용으로 종자수입 억제

연구자 : 구대회, 031)290-6155, goodh0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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