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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중국 등과 FTA 체결

을 위한 논의 진행, 기후변화,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원자재 가격상

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가중 등으로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되는 요인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위기 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설명하고 기술혁신과 농업경영 개선이 그 대안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시장개방은 계속 활성

화되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농업

기술 혁신 역시 강력히 요구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11년에는 FTA 비준에 따른 갈등과 도전, 농업

과 소셜 네트워크의 결합, 안전한 먹을거리, 농업 부산물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개발기술의 영농현장 적

용과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년 연속 가장 많은 성과를 냈으며, 현재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국유특허의 절반 이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성과로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매출신장,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원

료공급 참여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등 농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도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의 선진 농업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농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의 

펴내는 글



주요 연구성과 225건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어젠다별로 선정, 구

성했으며, 농업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연구자, 학생, 기술 혁신을 고

민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업체, 농업과 농촌에 애정을 가진 국민 모

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엮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온 연구원 여러분과 적극적

으로 지원하여 주신 일선의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여기에 수록된 연구결과가 필요한 

분들에게 활용되어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소중

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서호 옆에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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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귤 껍질을 활용한 바이오겔 화장품 및 인공피부

 연구 배경

 가공 후 슬러지로 버려지는 감귤껍질 활용 방법 개발 필요

- 감귤슬러지 연간 5만톤 발생, 2012년부터 해상투기 금지로 감귤산업 대책 시급  

 순수 천연물인 바이오겔은 세계 천연물 시장 및 화장품원료 시장 진입 유망

- 화장품시장 규모 : 국내시장 7조 4천억 원, 세계시장 1천 6백억 달러 수준

- 천연물 시장 규모(‘10 기준) : 세계시장 218억 달러

 주요 연구성과

 바이오겔 치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소재 개발

 - 금이온 흡착 감귤 바이오겔 마스크 개발

 감귤 바이오겔을 이용한 의료용 인공피부 개발

 - 감귤 바이오겔을 이용한 창상치유 효과 확인

 파급효과

 감귤바이오겔을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로 수출계약 

 - 기술이전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과 수출계약완료

※ 수출용 화장품(바이오겔 5∼15% 첨가) : 세안용 폼클렌징, 바디워시, 세럼, 화이트닝크림

 기술이전업체의 바이오겔 공장설립(20억)에 의한 실용화 구현으로 농가소득증대

 -  가공용감귤 140원/kg → 500원 이상 (1만 농가 이상 혜택 예상)

 Citrus bio-gel cosmetics and artifical derma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영훈, 064-730-4101, yhunchoi@korea.go.kr

수출용 화장품 시제품 금이온 바이오겔 바이오겔 창상치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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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형질전환 작물의 재배면적 매년 증가

- LM작물 재배면적 : (’09)134백만ha(시장가치105억불)→(’10)148백만ha

- 상업화 형질전환 화훼류 : 카네이션(’95, 호주)→장미(’10, 일본)

 화훼류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 5대 주요 연구대상 작물 중의 하나임

 주요 연구성과

 대기환경 오염 저항성 페튜니아 형질전환체 개발 (특허출원, 10-2011-0122205)

 - 대기환경오염 저항성 증진 효과 : 2.7∼4.1배 

 무측지성 및 조기개화성 국화 형질전환체 개발(특허출원)

 - 측지발생 억제 국화 형질전환체 LeLS80 선발 : 8월 정식 시 대조구 대비 42.9% 억제

 -  온도조절에 의한 조기개화성(7∼10일) 국화 국내 품종 ‘핑크팡팡’ 유래형질전환체 선발

  (식물생명공학회 우수포스터 논문 발표상 수상)

 파급효과

 국화 무측지성 품종 개발로 재배 농가 경영비 절감 

 형질전환을 통한 국화 화색 및 화형 변이 품종 개발

 페튜니아 형질전환 계통 및 품종에 대한 산업재산권 확보를 통한 종자 수입 대체 및 수출 기대

무측지성 형질전환 국화 및 대기환경오염 저항성 페튜니아 형질전환체

Transgenic branchless chrysanthemum and petunia with resistance to air-pollutio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수영, 031-290-6198, lsy0504@korea.kr

대기환경오염 저항성  증진
 형질전환 페튜니아(좌측)

측지발생이 억제된 
형질전환 국화(우측)

조기개화한 형질전환 국화(우측)

Agenda    1   
국

가
 농

업
 생

명
공

학
기

술
 종

합
육

성



01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송연상, 061-450-0120, yssong25@korea.kr

03 분자표지를 이용한 고구마 품종 판별기술

 연구 배경

 외국 고구마 품종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농업인 및 소비자의 불만 증대

 국내 고구마 품종의 보호, 유통 선진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

 주요 연구성과

 고구마 분자마커 6종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품종판별기술 개발

 - SSR 마커 데이터베이스에서 60종의 프라이머 선발

 - 라벨링된 프라이머와 DNA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한 분자마커 6종 개발

 선발된 SSR 마커를 이용한 국내외 고구마 품종의 판별

 - 전국의 고구마 주산지는 국내외 육성품종이 혼종되어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

 - 고구마 유전자원 259계통에 대한 품종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파급효과

 국내 고구마 품종보호,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 

 품종 보증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Use of molecular labelling to distinguish  sweetpotato varieties

실험에 사용된 DNA 염기서열분석기

품종판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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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 배경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 

 노령인구 증가로 인체보형물 소재 개발 수요 증가

 - 실크는 오랫동안 수술용봉합사로 사용되어 온 생체안전성이 검증된 재료

 주요 연구성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크인공고막 소재 개발 제조 공정 개발

 실크인공고막의 주요 특성

 - 높은 고막재생효율 (137%), 짧은 재생기간 (3∼4주), 정상 수준의 고막 복원

 기술이전 : 실크인공고막 실용화 및 상업적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

 안전성, 유효성 검증 (한국화학융합연구원) → 실크인공고막소재 제조 품목허가 (’11.11.14.)

 파급효과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의료용 소재 상용화로 해외 시장 개척

 실크 인공고막 소재의 상용화로 부가가치 창출 : 연 225억 원(’13)

누에고치로 만든 실크 인공고막

Artificial eardrum using coco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권해용, 031-290-8509, hykweon@korea.kr

누에고치 용  해 정  제 고막용 실크막 실크인공고막

식약청 제조품목허가 실크인공고막 제품화 농가의 의료용 고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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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존 화합물성 항생제 부작용으로 신개념의 항생제 개발이 요구됨

 - 저분자성의 단백질인 항생 펩타이드는 기존 화합물성 항생제 대체 가능

 주요 연구성과

 코프리신 항생 펩타이드 이용 대장염증 치료 효과 결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 초파리를 이용한 장 질환 유발 메카니즘 구명 (’10 PNAS 게재)

 곤충 글라이코자미노글라이칸의 구조 동정 및 약리활성에 대한 기능검정

 파급효과

 펩타이드성 항생제 후보물질인 ‘코프리신’의 동물성 염증 질환 치료제로 가능성 확인 

 4∼5년 후에는 펩타이드성 항생제로 개발 가능

05 초파리 유래 대장염증 치료용 코프리신 항생 펩타이드

Application of new-antibiotics originated from insec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황재삼, 031-290-8573, hwangjs@korea.kr

코프리신 항생펩타이드
이용 대장염증 치료

면역관련 신규 신호전달과정 발견

글라이코자미 노글라이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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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 배경

 양봉농가의 생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봉독은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봉침으로 오랫동안 사용

 봉독의 기능성 성분 및 효능 규명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주요 연구성과

 봉독의 대량 채취장치 및 가축항생제 대체 효과 구명

 - 벌이 선호하는 파장대역을 이용하여 순수한 봉독만 채취

 - 용해도 및 비중차를 이용한 봉독의 순수분리(순도 99.9%)

 봉독의 화장품 및 의약품 개발 추진 (’08∼’11)

 파급효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로 국내산 봉독의 대량 수요처 창출

 양봉농가의 신소득원 창출 : 평균 13만 원 / 봉독 1g

봉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적용

Application of high value-added products from honeybee veno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한상미, 031-290-8510, sangmih@korea.kr

봉독채집장치 정제봉독 및 시판제품 젖소농가 봉독처리

봉독의 여드름 억제효과 한국산 봉독 원료를 사용한 봉독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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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바이오의약품 및 녹색형광실크 생산용 형질전환 누에

 연구 배경

 누에는 유용단백질 생산을 위한 살아있는 ‘생체공장’으로 매우 적합

  인·축 적용 바이오의약품 및 산업용 단백질의 저가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누에 형질전환 원천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

 주요 연구성과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누에 형질전환 원천기술 개발

 원천기술 이용 인간 조혈 촉진단백질 생산 형질전환 누에 개발

 농가 보급용 녹색형광실크 생산 형질전환 누에 개발

 파급효과
 인·축 적용 바이오의약품 및 산업용 단백질의 저가 대량생산

 21세기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첨단 양잠산업 육성 가능

Production of biosimilar and green fluorescent silk using transgenic silkworm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구태원, 031-290-8532, gootw@korea.kr

실용품종 이용 기술 누에알과 유충에서 형질전환체 선발기술 최적 미세주사위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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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연구 배경

  다중 유전자 발현 및 제어 등 원천고유기술을 통한 기능성 컬러 쌀  및 종자단백질 가공적성이 

개량된 쌀 품종 개발 시 영양성, 가공성, 항암·항노화 등 고부가가치의 농산업소재 개발이 

가능함

 주요 연구성과

 항산화성 베타카로틴 증진, 지아산틴, 아스탁산틴 생성 벼 3종 국내 특허출원

 고추 적색소 캡산틴 생성 신규 컬러쌀 확인 및 안토시아닌 생성 형질전환 벼 육성 

 저장단백질 발현억제에 의한 종자단백질 감소 기능성 형질전환 쌀 확인 

 - 난소화성 프롤라민 감소 고단백 쌀, 글루테린 감소 신장환자 식이용 저단백 쌀

 쌀 가공성 개량을 위한 밀 글루텐 단백질 분석 및 글루테닌 도입 벼 형질전환체 육성

 파급효과

  쌀에 없는 항산화성 천연색소 생성 및 종자단백질 개량에 의한 영양성·기능성이 부여된 

새로운 특수 쌀 가치 창출 효과 기대

항산화성 천연 색소 생성 쌀

Antioxidative pigment in ric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영미, 031-299-1674, ymikim@korea.kr

프롤라민 감소 쌀 글루테린 감소 쌀

국
가

 농
업

 생
명

공
학

기
술

 종
합

육
성

Agenda    1   



02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09 올레인산 함량이 높은 형질전환 유채 

 연구 배경

 올레인산 함량이 많은 유채일수록 바이오디젤이나 건강기능성 식용유로 좋음

 유채는 올레인산이 약 65%이지만 형질전환을 통해 더욱 높이고자 함

 지방산 불포화도 억제를 통한 유용지방산 함량 증대기술이 개발됨

 주요 연구성과

 올레인산 불포화 유전자(FAD2)의 발현 억제하는 유전자운반체 제작 : 3종

 유채 형질전환 및 고올레인산 형질전환체 개발 : 104개체 

  염색체내 도입유전자 인접 염기서열 탐색 및 올레인산 함량 분석을 통한 우량 형질전환 계통 

선발 : 11 계통

 파급효과

 산패 가능성이 적은 건강기능성 식용유로 응용가능

 팜유 대신 바이오디젤로 사용가능하며 수입대체 효과 기대

Transgenic rapeseed with high oleic acid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경렬, 031-299-170, realdanny@rda.go.kr

지방산 분석(Gas Chromatograpy)
영산(대조구), #2(형질전환체

영산
(대조구)

형질전환체
#2

 유전자운반체 선발 계통(올레인산 비율)

FAD2AS #2(81%), #28(82%), #9A(76%), 
#37(79%), #12(74%),
#17(71%), (75%)

FAD2HP #15(78%)

FAD2HPAS #14(79%), #29(79%),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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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농가소득의 새로운 창출원 및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약용 버섯작목 발굴이 필요함

  토착버섯자원으로부터 약리효과가 뛰어난 올리고당 개발은 기능성 식품 개발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음

 주요 연구성과

 한국 토착 야생버섯의 자실체로부터 강력한 보체 1 ) 활성화 다당체 정제  

 - 인체의 면역강화나 조절에 관여하는 보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다당체(분자량 5,000)

  정제함 (기존 리포사카라이드보다 500배 이상 활성) 

 JFMF-AP2β다당체로부터 강력한 면역조절 올리고당 제작 기술 개발

 파급효과

 새로운 기능성 올리고당의 원천 지식재산권 선점 및 기능성 식품시장 진입에 기여

 : 국내시장 1조2천억 원에 최소 5%점유 예상 (600억 원/년)

 -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버섯 작목 개발

10 국내 자생버섯 자실체 유래 면역강화 올리고당

Immunostimulating oligosaccharide from Korean indigenous mushroo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윤상홍, 031-299-1691, shyo556@rda.go.kr

분자량이 대폭 감소된 올리고당의 보체 활성도 및 구성 당 분석

 1) 보체 : 항원-항체 반응시에 항체의 기능을 보충하여 병균(항원)을 죽이는 혈청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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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변화 대응 내염 및 내건성 형질전화 벼

 연구 배경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 온난화에 따른 사막화, 토양의 염류 집적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스트레스 내성 작물

개발이 필요.

 주요 연구성과

 내염 및 내한발 유전자 개발 및 벼 기공 특이 프로모터 개발

 파급효과

 기후 변화 대비 GM작물 개발 보급으로 농업생산성 유지 및 향상 

Drought and salt resistant genes in ric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변명옥, 031-299-1741, mobyun@rda.go.kr

(A)

Control Salt Drought

(B)

내염 및 내건성 형질전환 벼 및 공변세포 특이 발현 프로모터
(A) ABA 수용체 과발현체의 스트레스 내성 모습    (B) 공변세포 특이발현 프로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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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OSABP57 단백질의 막 전위 조절 및 오옥신 결합 능력 확인

  OSABP57 발현이 조절된 형질전환체가 확보되어 있어 병 방어 반응에서의 역할규명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연구성과

 OSABP57 의 도열병과 깨씨무늬병에 대한 저항성 확인

 - 과발현 형질전환체는 도열병 및 깨씨무늬병에 대한 저항성 증진

 - RNAi를 통한 발현억제는 상기 병들에 대한 이병성 증가

 - OSABP57 은 병 저항성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신규 저항성 자원으로서 OSABP57 기능 확인

 - 벼 도열병 저항성 OSABP57 유전자 및 이의 용도(특허 출원)

 파급효과

 OSABP57 을 이용한 도열병 및 깨씨무늬병 저항성 유전자원 육종활용 

 유전자가 활용될 경우 농약사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 

12 벼 복합병 저항성 유전자(OSABP57)

Novel disease resistant gene, OsABP57, in ric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황덕주, 031-299-1742, djhwang@rda.go.kr

NC OE RNAi

NC OE R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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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물을 이용한 고부가성 의약용 단백질 생산 

 연구 배경

  식물 유래 감미단백질 1 ) (Monellin)의 단백질 서열 변형을 통해 열 안정성이 높은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함

  식물 엽록체 형질전환 운반체 개발과 형질전환 기술로 고부가 가치 의약용 단백질의

대량생산이 가능함

 주요 연구성과

  Mutant 감미단백질 MNEI-E24A의 DSC 분석에 의한 내열성 확인 

 엽록체 형질전환 및 내열성 감미단백질 생산(Western blot) 확인 

 파급효과

 식물 또는 작물을 이용한 의약용 물질 대량생산 보급에 대한 첨단 기초기술 확보

 제3세대 GM 작물 개발에 대한 기술 우위 확보 및 고부가 농작물 생산으로 농업 부가가치 향상

Production of a valuable medicinal protein in plan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범, 031-299-1754, seungblee@rda.go.kr

 1)   감미단백질 : 탄수화물인 설탕보다 저칼로리이면서 수천 배의 단맛을 보이는 단백질로 thaumatin 
monellin, pentadin 등이 있으며 모두 식물유래 감미단백질이다.

엽록체 형질전환체 (To) MNEI E24A Mutant (normal type) western blot



02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국제적으로 GMO 개발확대에 따른 안전성 평가체계 확립 필요

 국민이 안심할 GM작물의 환경안전성 평가 기술 고도화

 주요 연구성과

 국내개발 GM작물의 실용화를 위한 환경위해성 평가 추진 : 비타민 A 강화 벼 등 2종

 - 일반벼와 실질적 동등성 확인 : 유전자 이동성 등 8개 요소에서 차이 없었음

 국내 최초, 비표적 생물체 평가기술 확립 및 적용 : 물바구미, 미꾸리 등 4종 

 - (기존) 비표적 생물체 평가체계 없음 → (현재) 미꾸리 등 4종의 치사독성 등 

    평가기준(LC50)1 ) 설정

 ✽'12년부터는 비표적 생물체 영향분석기술 확립에 벼멸구 1종을 추가 예정

 GM작물 안전관리 강화 : 온실 및 포장(3개소), GMO 관리 철저

 파급효과
 가뭄저항성 벼 및 복합병 저항성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서 자료 작성

 환경안전성 평가기술 고도화로 국민이 신뢰할 평가시스템 확보

 ✽가뭄저항성 벼 등의 경제성 효과 분석 추진 : 기술경영과 협조

14 형질전환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s of transgenic ric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안병옥, 031-299-1141, boahn@korea.kr

 1)  LC50 : 비표적 생물체의 생존율 50%의 반수치사 농도 

비타민 A 강화 벼 가뭄저항성 벼 비표적 생물체 평가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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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연구 배경

 국내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시스템 및 연구정보 부족

 국민들의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의한 연구의욕 감소 및 실용화 저해

 주요 연구성과

  GM작물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 GM작물 개발을 위한 연구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GM작물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안전성평가 지침서 발간

 대국민 GMO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콘텐츠 제작 : 교재, 홍보 동영상, 이러닝 프로그램 등

 - GMO 바로알기 체험교육 진행 : 총23회, 796명 대상

 -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수행 : 총58건 보도자료 제공 

 파급효과

 GM작물 정보제공을 통한 대중 인식 제고

Information system and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for GMO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범규, 031-299-1162, leebk3@korea.go.kr

연구개발 지침서 정보센터 홈페이지 연구 지원 간행물

GMO 교육 교재 DNA분리체험 키트 GMO바로알기 체험교육



03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자포니카 벼의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는 유전적 취약성을 가짐

 - 새로운 바이러스 계통 출현에 안정적인 저항성 다양화가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RNAi 벡터 도입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형질전환 벼 개발

 - siRNA 생성에 의한 바이러스 저항성 획득 및 유전 확인(T1∼T4)

 - 접종시기별 siRNA 생성 및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양상 구명

 - 고정세대에서도 안정적인 저항성 및 수량성 유지 계통 선발(T5)

 성과활용 

 - 특허출원: 10-2009-0025511(2009.3.35), 특허등록: 10-1013093(2011.1.28) 

 - SCI 논문게재 1건 (Mol. Cells, 33, 1-10, 2012, IF 2.046)

 파급효과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원 다양화를 통한 유전적 취약성 극복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안정적인 저항성 벼 개발

16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형질전환 벼

Transgenic rice conferring resistance to rice stripe viru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박향미, 031-290-6725, parkhm2002@korea.kr

짧은 간섭 RNA 생성 확인

일품벼 형질전환처 대산벼 형질전환처

rice stripe virus 유전자 발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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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녹두에서 바구미 저항성 유전자 분리

 연구 배경

  바구미는 녹두 팥 등 두과작물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 초래

 - 피해액 : 중미지역 35%, 남미지역 7∼13%, 케냐 73%

 바구미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근접 분자표지 또는 유전자 개발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바구미저항성유전자 연관 근접 분자표지 개발 : BM99-8 

 바구미저항성유전자 분리 : VrBURP1 발굴

 파급효과

 바구미저항성 품종 개발 비용과 기간 획기적 단축 

 - 기존 저항성 품종 개발 기간 10년 → 분자표지 적용 5년으로 단축 

 - 소요 경비 : 60% 절감

Map-based cloning of Br gene conferring resistance to bruchid in mungbea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율호, 031-290-6751, kimyuh77@korea.kr

바구미저항성 유전자 연관 분자표지 및 유전자 구조



033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바이오산업규모 확대에 따른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계 바이오신약 시장 규모 : 1,540억달러(’10) → 3,090(’15) 

 - 국내 바이오신약 시장 규모 : 4,662억 원(’10) → 13,529(’15)

 주요 연구성과

 조혈성장촉진인자(G-CSF)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 후대 증식(’11.9)

 당뇨질환(Pea15) 돼지 후대 생산 및 당 부하능 검사 6두(’11.7)

 바이러스 저항성(3D8 scFv) 형질전환 돼지 및 닭 생산 연구

 -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돼지의 후대 생산 : 12두(’11.08)

 -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닭의 세포 분리 및 in vitro 검정

 파급효과

 효율적인 바이오신약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차세대 바이오신약 영역의 선점을 위한 원천기반기술 개발 주력 

 인체 질환의 형질전환동물 구현을 통한 바이오 모델동물 기반 확립

18 바이오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가축 

Production of biomedicine using transgenic animal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철, 031-290-1630, yangbc@rda.go.kr

G-CSF형질전환돼지 당뇨질환모델 돼지 항바이러스 돼지 항바이러스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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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종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 배경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장기이식 수요는 증가하나 공여자 절대 부족 

- 장기이식 대기환자(’11. 12.) : 미국 11만명, 한국 21천명 

- 이종장기 시장규모(’15) : 세계 59.3억불, 국내 1,475억 원

 주요 연구성과

 이종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2종 생산

 - 초급성면역거부반응 유전자(GalT) 동형화된 ‘지노’후대 생산

 - 급성혈관성면역거부반응 억제 유전자 도입 돼지 ‘소망이’생산

 - 세포성면역거부반응 억제 유전자 벡터 및 형질전환 체세포주 개발

 파급효과

 이종장기 이식용 복제돼지 생산 연구의 핵심적 역할 수행

 맞춤형 바이오장기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기반기술 확립

  동형화된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 돼지 이종이식(돼지-원숭이) 추진

 - 단기(2013∼) : 췌도 등 조직의 이종 또는 동종 이식 및 문제점 보완

 - 장기(2015∼) : 고형장기 영장류 이식 및 문제점 보완

Generation of transgenic cloned pigs for xenograft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031-290-1634, gsim@rda.go.kr

동형화된 ‘지노’ 형질전환돼지 ‘소망이’ ‘소망이’유전자분석 ‘소망이’홍보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정보 구축

Agend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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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업환경 변화 대비 국외 목적형질 자원 확보

 연구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전자원의 확보 요구

 미래이용 가능한 신수요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한 자원다양성 증대

 주요 연구성과

  로열티 대응 원예자원 확보 : 일본 딸기 등 15개국에서 71점 수집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자원 확보 : 미얀마 차요 등 16개국에서 3,123점

 바이오에너지용 자원 확보 : 중국 억새 등 11개국에서 244점 확보

 파급효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확보로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Introduction of target germplasm to cope with  agricultural environmental chang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백형진, 031-299-1830, hjbaek@korea.kr

억새 지하경 채취

억새 지상부 줄기에
발생한 지하경 모습

자연상태의 거대억새류

억새 지하경의 굵기 : 2cm

바이오에너지용 억새자원의 수집 다양한 아열대 채소자원의 수집



037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품종육성, 기능성 연구소재 등 고품질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식물유전자원의 국가등록을 통한 보존관리 및 유용자원 활용기반 필요성 증가

 주요 연구성과

 식물유전자원 국가등록번호(IT) 부여 및 안전보존 : 11,791점

 - 종자 7,031점(벼, 고추 등), 영양체 4,760점(감자, 딸기 등) 

 고품질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

 - 종자 발아조건 및 휴면타파 방법 구명 : 7작물(질경이, 익모초 등)

 - 영양체 초저온동결보존 : 2작물(나리, 사과)     

 파급효과

 고품질 식물유전자원의 보존·활용지원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기반 제공

 식물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21 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확대를 위한 국가등록 및 보존관리

National registration and conservation of plant genetic resourc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석영, 031-299-1821, lsy007@korea.kr

국가등록 유전자원 목록 종자 발아 및 휴면타파 영양체 초저온동결보존 나리(좌), 사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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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량작물 자원증식 및 특성평가를 통한 자원 활용도 제고

 연구 배경

  소량·저활력 자원 적체에 의한 증식 및 특성평가 필요

 내병성, 유용성분 고함유자원 등 특이자원에 대한 이용 요구도 증가

 주요 연구성과

 소량·저활력 식량작물 유전자원 증식 : 11작물 12,140점 

- 벼 5,721, 맥류 : 2,137, 두류 : 2,885, 잡곡 97 유지작물 1,300점

 이용형질 특성평가 : 벼 아밀로스·도열병 검정 2,600점

 - 벼 도열병 검정, 벼 아밀로스 및 단백질 함량, 유지작물 지방산조성  

 육종소재 활용가능 유망자원 선발 : 7작물 452점

 - 내병성, 내재해성, 표현형 마커, 고 지방산 함량 들깨, 고아밀로스 벼 등

 ✽산·학·연 공동 현장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조기선발 : 현장평가회 3회

 파급효과

 고활력 유전자원 확보로 안전보존 기여 및 자원 이용 활성화

  현장평가 활성화로 유망자원 조기선발 및 활용 촉진 

Enhancement of crop germplasm through regeneration and evaluat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명철, 031-299-1854, mcleekor@korea.kr

주요 선발 유용 자원

도열병저항성자원 고 리놀레닉산 함유 들깨 두류 불마름병 저항성 자원



03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원예·약용작물 증식 및 특성평가를 통한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필요

 내병성, 유용성분 고함유자원 등 유용자원에 대한 이용 요구도 증가

 주요 연구성과

 소량·저활력 원예·약용작물 유전자원 증식 : 12작물 7,667점

 - 배추과 2,386, 고추 1,333, 토마토 1,108, 호박 603, 약용 540점 등 

 이용형질 특성평가 : 고추 탄저병 저항성 등 6,039점

 - 원예작물 내병성(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등) 검정, 기능성·화합물 분석 

 육종소재 활용가능 유망자원 선발 : 5작물 166점

 - 내병성, 고품질, 기능성 성분(글루코시놀레이트 등) 고함유 자원 등

 ✽산·학·연 공동 현장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조기선발 : 현장평가회 4회

 파급효과

 고활력 유전자원 종자 확보로 안전보존 기여 및 자원 이용 활성화

 현장평가 활성화로 유망자원 조기선발 및 활용 촉진 

23 원예작물 자원증식 및 특성평가를 통한 자원 활용도 제고

Enhancement of horticultural germplasm through regeneration and evaluat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허윤찬, 031-299-1867, wmelon@korea.kr

주요 선발 유용 자원

흑색 토마토 단호박, 고당도 속 진노랑 배추 탄저병저항성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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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단위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선발

 연구 배경

 축산법에 의한 가축개량업무 수행 및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 유전자원 평가 및 선발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종계장의 전문화 및 청정화 유도

 주요 연구성과

  국가단위 중장기(’11∼’20) 가축개량 목표(안) 설정 보고(농식품부)

 국가단위 한우 및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 보급 : 21두(한우 20, 젖소1) 

 ✽후보씨수소 선발 두수 : 65두(한우 48, 젖소 17) 

 우수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종계장 인증

 - 우수 종돈장 9개소, 우수정액처리업체 1개소, 우수 종계장 2개소 인증

 파급효과

 축종별 수요자 중심의 양적·질적 형질을 개량의 참고자료로 활용

 우수종축 선발 및 정액보급으로 한우·젖소 개량의 가속화 기대

 - 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2,692억 원/년 소득증대)

 - 젖소의 305일 유량은 매년 173kg, 유지량은 7.8kg씩 증가(2,466억 원/년 소득 중대)

National livestock improvement program for bull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최태정, 041-580-3372, choi6695@rda.go.kr

개량목표설정 공청회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우수 종축장 인증



04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한우·젖소는 우수정액 생산용 씨수소를 선발하여 국가차원으로 개량추진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한 농가개량 지원서비스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한우·젖소 교배계획 길라잡이 책자 및 프로그램 발간·배포

 스마트폰용 ‘한우 신랑찾기’교배계획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농가보유 한우 암소 유전능력평가 기술지원 : 한우시 - 평창축협 MOU 체결

 젖소 종합컨설팅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기술이전 실시

 - 개체의 유전능력, 체형, 능력검정 성적을 이용한 농가 컨설팅 시스템

 파급효과

 농가사육 가축개량도 파악 및 가속화 기여 기대

 다양한 씨수소 사용을 통한 근교퇴화 방지 기대

 - 한우 및 젖소 특정정액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한 축군 건전성 유지

 - 전국 한우 근교계수 1% 감소시 약 930억 원 정도의 지육단가 개선

25 한우·젖소 농가 맞춤형 개량기술 지원

Development of breed mating design programs for Hanwoo and Holstein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이승수 , 041-580-3358, genemap@rda.go.kr

한우교배길라잡이 한우신랑찾기 앱 젖소종합컨설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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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 재래 가축 ‘백색한우’ 발굴 

 연구 배경

 가축유전자원으로서 특이형질 재래가축 수집 및 보존 필요

 최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적 자산 인식 및 국익 확보에 대한 중요성 상승

 → 대표 재래가축인 백색한우 : ‘조선우마의방’에 기술되어 있음

 주요 연구성과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재래가축인 한우 중 백색한우 발굴 성공

 - 조선시대 ‘조선우마의방’에 기록된 털색 중 백색 털색을 나타내는 한우 복원

 - 기 수집된 농가 백색한우(암, 수) 수정 및 백색한우 송아지 생산 성공

 악성질병 대비 소실방지를 위한 백색한우의 동결정액 생산 및 보존

  백색한우 발굴성공 홍보 : KBS, MBC, YTN, 라디오, 중앙지 등 150여회

 파급효과

  한우의 털색 연구 및 새로운 품종 육종을 위한 소재로 활용

  사람의 질병연구 모델동물로서 관련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알비니즘 관련

 메카니즘 분석에 이용 가능

Restoring white Hanwoo as a Korean native cow line of albinism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김성우, 063-620-3524, sungwoo@rda.kr

백색한우 홍보 조선우마의방 백색한우 송아지



043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신속, 정확한 곤충 종 동정 능력 확보를 위한 분자분류 기술개발 시급

 형태분류정보가 가장 많이 축적된 나비류를 시범군으로 선택하여 검증

 주요 연구성과

 토종나비 전종(202종)의 DNA 정보보존, DNA바코드 분석 및 분류   

 - DNA 바코드 분류: 형태분류(202종)와 92%(188종)에서 일치

 - 불일치한 8%(14종 7무리)는 DNA분류로는 각각 동일종으로 평가됨

 - 줄나비류의 1신종 암시: DNA 바코드 서열 약 1.5%의 차이

 파급효과

 나비 종 동정 민원 해결 능력 최대화 및 시간(1주일) 단축

 - 미성숙단계 곤충(알, 애벌레, 번데기) 종 동정도 모두 가능

27 DNA 바코드를 이용한 토종나비 분류

Classification of native species of Korean butterflies using DNA barcod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해철, 031-290-8535, culent@rda.go.kr

오색나비와 황오색나비 범부전나비와 울릉범부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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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바코드로 단일 종으로 판명된 종 무리>

DNA 바코드로 신종으로 추정된 줄나비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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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배추 구조유전체 완전해독 및 유용유전자 대량발굴

 연구 배경

 미래 농업생명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농작물 유전체해독 필요

 표준 및 비교유전체 분석을 통한 고유 원천유전자 대량 발굴 요구

 주요 연구성과

 배추 유전체 해독 완료로 유전정보 DB 구축(농업유전체정보센터)

 - 국제학술지 Nature Genetic(2011.10) 게재, 284Mb 해독, 4만여 유전자

 고유 배추 유전자원 핵심자원 계통 선발(90계통) 및 농업형질 분석

 구조유전체 기반 후성유전(epigenetics) 1 ) 조절유전자 발굴 : 31종

 파급효과

 배추 표준유전체 및 비교유전체 해독으로 유용형질 유전자 대량발굴

 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기능성 유전자 지식재산권 확보

 후성유전 등 특이유전자 활용 유용유전자 대량발현 기술 개발

Genome mapping of Brassica rapa and massive screening of useful gen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손성한, 031-299-1701, sohnseonghan@korea.kr

 1)   후성유전자 : 동일한 유전체정보를 가진 식물조직이라도 생장, 분화, 발달 및 환경요인에 따라 특정유전
자의 차별적 발현을 유도하는 현상으로 DNA 또는 RNA 분해, 전사인자에 의해 발생함

Nature Genetics 논문게재 배추 고유자원 평가집단 구축 후성조절 유전자 기능분석



045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FTA 대응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 확충 필요

 구축된 삽입변이체 정보를 활용한 벼 종자형질 관련 기능분석연구 확대 필요

 주요 연구성과

  벼 삽입변이체 이용 종자형질 관련 삽입변이체 선발 및 표현형 분석 

 - 알파 아밀레이스 등 137종 변이체 및 불투명 배유(opaque) 30계통 형질특성 분석

 전분합성관련 유전자 형질전환체 작성 : 13계통

 유전자칩 이용 전분분해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 amylase 유전자 23종

 종자 저장단백질 유전자 발현 분석 : 33종의 prolamin 유전자 

 종자 발현유전자 완전장 결정 및 GenBank 등록 : 50개 

 파급효과

 종자형질 관련 유전자기능 연구를 통해 좋은 쌀 생산 연구기반 확보

  미질관련 유전자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확보 

29 벼 삽입변이체 활용 종자형질 유전자 기능 분석

Characterizatiojn of grain-related genes using rice insertional mutan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태호, 031-299-1641, thkim@rda.go.kr

출수후 이삭 및 종자 변이 형태 흑미종자 변이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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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벼 흰잎마름병원균 레이스(race)판별 키트 

 연구 배경

  벼흰잎마름병원균(Xoo)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 레이스(race) 구분을 신속,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는 마커 개발  

  동 병원균의 상습발생지역 및 발생예상지역의 신속한 병원균 검출 및 레이스 판별을

통한 병 발생 예찰

 주요 연구성과

 Xoo의 특이적 검출 / 레이스 판별을 위한 triplex-PCR kit 개발 및 현장적용

 광범위하게 수집된 국내 Xoo의 레이스 분포도

 파급효과

 벼흰잎마름병균의 새로운 레이스(race)를 판별 체계구축으로 병 발생 예찰자료 활용

 - 검정 기간 단축 (관행) : 12개월 → (마커 이용) 1개월

 분자 마커를 활용한 병저항성 육종기술 효율 증진 

 - 열성저항성 유전자 활용 품종 육성시 선발효과

 Xoo의 레이스 분류 및 판별의 관행기술에 대한 한계 극복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병무, 031-299-1643, lbmoo@korea.kr

국내 벼흰잎마름병원균의 레이스 분포도

Xoo균 레이스 판별 키트 개발

Xoo균 판별 현장지원 기술지원

Multiplex-PCR kit for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of Korean Xanthomonas 
oryzae pathovar oryzae



047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유전체 분석기술에 어울리는 농업생명 정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우리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단운영규정’(2011.1.26)에 의거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생명정보 등록 업무 수행

 주요 연구성과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해석 응용기술 개발

 - 주요 농생물 분자마커(SNP 등) 발굴 및 발현 유전자 분석 시스템 구축

 농생명 오믹스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농생명 오믹스 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 http://nabic.naas.go.kr/submission

 - 생명정보등록 인수증 발급 : 65건, 데이터 3.8Tb (2011.12.01 현재)

 파급효과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제공으로 농생명 연구 경쟁력 강화

 산업적 유용 유전정보의 발굴 및 농생명 정보제공 국가 허브 기능 수행

 생물정보 융합기술 활용을 통한 유용 유전자 조기 발굴 지원

31 농생명 유전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시스템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genome database and analysis syste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동석, 031-299-1699, ds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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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추속 작물의 개화생태형 판별 분자 마커 

 연구 배경

 배추 속 식물의 개화 기작은 작기와 수확량 확보에 중요한 요인임

 개화 시 저온처리를 요구하는 춘화형과 비춘화형 작물 판별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개화형에 따른 배추 아종 분류

 - 개화시에 춘화처리 요구 여부로 개화형 분류(춘화형, 비춘화형)

 - 배추, 순무, 청경채 등을 포함한 배추 43아종 개화형 조사

 생체리듬 유전자 BrPRR1b의 서열 변이 분석

 - 춘화형 아종의 BrPRR1b 유전자 내 일부 서열이 결손됨을 탐색

 - 결손 영역 증폭가능한 프라이머 세트 제작

 춘화형판별 가능한 서열 변이 증폭 마커 개발

 - 밴드길이에 대한 비춘화형 및 춘화형 판별 마커(특허출원)

 - 브로콜리, 양배추, 갓 등 배추 속 아종의 개화형 판별에도 적용 가

 파급효과

 배추 속 작물 교배육종 시 형질 판별 및 조기 선발 가능

 다양한 배추 속 작물의 도입 육종 시 개화형 판별에 이용

Marker system to discern the flowering type in Brassica crop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진아, 031-299-1706, jakim72@korea.kr

배추 아종 개화형 분류

개화형 판별 마커 개발(위)배추 아종 및 배추 속 작물 4종의 개화형 판별(아래)

배추 아종 내 BrPRR1b 유전자 변이 탐색



04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콩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식·의약 소재화로 새로운 소득창출이 필요함

 생리활성 물질 다량분리법 확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발판 마련

 주요 연구성과

 콩 생리활성 물질 집적부위 효율적 분리법 확립

 - 조건 : 35℃에서 72시간 건조 후 종피, 자엽 및 배아 분리

 콩 가공부산물 이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화 (특허출원 제10-1000024호)

 - (기존) 콩 배아 부산물 → (개선) 발아배아 개발로 식·의약 소재화

 -  발아 배아 성분변화 :  유리아미노산 42% 증가, GABA 27배 증대, 이소플라본 28% 증가, 

자당(sucrose) 87% 감소

 콩 생리활성물질 이소플라본 및 사포닌의 동시 다량 분리법 확립 

 파급효과

 가공용 수입콩 대체효과 : 29,000톤(157억)/년

 생리활성 물질 다량분리법 원천기술 확보 및 식·의약 소재화

33 콩 발아배아 이용 이소플라본 및 사포닌 다량 추출

Isoflavones and saponin extraction using sprouted embryo isolated from soybean see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선림, 031-290-6764, kimsl@korea.kr

YTN TV 보도 이소플라본 분리 콩 사포닌 분리

배추 아종 개화형 분류 GABA함량 27배 증대 이소플라본 28% 증가

농
업

 생
물

자
원

 다
양

성
 확

보
 및

 정
보

 구
축

Agenda    2   



05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4 새싹보리 이용 건강음료 

 연구 배경

 보리 소비량 감소 및 ’12년 수매중단 등에 따라 가공·이용 기술이 필요

 - 보리 소비량(’10) : 1.3kg/년/1인, 생산량(’10) : 84천톤, 재고량(’10) : 65천톤

 주요 연구성과

 새싹보리 기능성물질 분리·정제 및 화학구조 동정

 - 폴리코사놀계 기능성물질 분리, 품종별·생육기간별 함량 정량 분석 

 새싹보리의 폴리코사놀의 당뇨 및 고지혈 개선 효과 검정(특허출원)

 - 활성 검증 : 오메가-3 대비 2.5배 우수

 새싹보리 추출물 및 분리 화합물 항바이러스(신종플루)활성 검정(특허출원)

 새싹보리의 폴리페놀계 화합물을 이용한 기능성(항산화) 음료 제조

 - 산업체 기술이전 : 시제품제작 기술사용료(525천 원)

 파급효과

 보리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 유효물질 함유 식품개발, 의약품의 소재 및 가축 사료첨가제로 활용 가능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 개선용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인증 추진('13)

 - 보리 40kg으로 새싹보리 분말 생산 시 약 120만 원의 순이익 발생

Healthy beverage using barley sprou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055-350-1166, swd@korea.kr

새싹보리 유래 물질의 고지혈개선 효과 검정 새싹보리 건강음료 제품



05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유전체 선발 기법 도입을 통한 가축의 유전적 개량이 필요함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유전체 선발 기법을 젖소 개량에 활용

 유전체 해독을 통한 유용 유전정보 발굴 및 새로운 생물소재 개발 가능

 주요 연구성과

 한우 및 돼지의 육량, 육질 등 경제형질 관련 유전자 조기진단 마커 발굴 

 - 돼지 육질 형질 진단 유전자 마커 발굴  및 칩 제작 : 384개 SNP 

 한우 및 재래돼지의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 및 변이체 정보 대량 발굴

 - 한우 표준유전체 지도 초안 완성 및 유전 변이 대량 발굴 : 6백만개

 - 한국 재래돼지 표준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 97% 완성

 반추위 미생물 메타게놈 해독을 통한 신규 고활성 섬유소 분해효소 유전자 발굴

 반려견의 모질관련 유전자 발굴 및 특허 출원 : 16개 SNP

 파급효과

 한우 및 재래돼지에 대한 유전체 정보 확보로 보다 효율적인 유전체 연구기반 마련

  유전체 선발기법의 개발 및 현장적용 시 유전능력 개량 가속화 및 선발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가능

 - 유전능력개량 30%이상, 선발기간 및 비용 50% 감축

35 우량가축 선발을 위한 유용 유전정보 확보

Animal genetics selection for good animal variation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이경태, 031-290-1591, leekt@rda.go.kr

한우 유전체 해독 한우 근내지방함량 마커 돼지 육질진단용 SNP칩 흑염소 유래 섬유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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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 및 녹색경관 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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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애등에를 이용한 환경정화 및 자원화

 연구 배경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비용은 연간 8조 7천억 원, 처리비용은 2조원 내외임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동애등에 분변토 비료원료 등록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1-49호

 500-watt Halogen lamp 광원을 이용한 동애등에 실내 교미산란 기술 개발

 동애등에 소화효소의 invitro 발현시스템 및 장 특이 전사체(Transcriptome) 구축

 동애등에 유래 항균물질 분비 우수 균주 2종 선발 및 항균활성 선구물질 1종 분리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 선정

 - 동애등에를 이용한 친환경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파급효과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10조원 이상의 국가소득 증대

 동애등에를 이용한 친환경적 처리기술 로 추정(실용화재단 가치평가) 

 개발 기술의 수혜자 : 곤충(동애등에) 사육농가, 전국 지자체(기관) 

Utilization of Black soldier fly for environmental cleaning and high-value-added 
substanc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상범, 031-290-8564, lsb3238@korea.kr 

인공광 이용 교미산란 장 특이 전사체 분석 향균물질 분비 균주 2종 항균활성 선구물질 1종



055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새로운 기능성 작물에 대한 효율적 화분매개곤충 이용 기술 필요

 주요 연구성과

 블루베리 살구에서 서양뒤영벌 및 꿀벌의 화분매개 이용효과 구명

 - 블루베리 착과율(%) : 꿀벌 89, 서양뒤영벌 88, 자연수분구 80

 - 살구 착과율(%) : 서양뒤영벌 25, 꿀벌 23, 자연수분구 15 

 육종 및 채종용 파 수분을 위한 친환경 곤충 선발 및 봉군관리법 개발

 - 새로운 화분매개곤충 서양뒤영벌 선발 : 기존 파리류 문제점(악취 등) 해결  

 성과활용

 - 특허출원 : 뒤영벌의 새로운 수분방법(10-2011-0072659)

 - 영농활용 : 살구에서 꿀벌 및 서양뒤영벌의 화분매개 이용효과 등 3건

 파급효과

 블루베리 및 살구농가 소득향상효과 제고 : 블루베리 15%, 살구 10%

 양파농가 경제적 부가 수익 창출 : 267.6천 원/10a 

 화분매개곤충 확대보급으로 농가애로기술 해결 및 곤충산업 활성화 기여

 

37 화분매개 곤충의 작목별 현장이용

Application of insect pollination for crop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인균, 031-290-8571, smja2995@korea.kr

블루베리 착과율 살구에서 방화활동 특성 파속 작물 자가수분 뒤영벌 수분(외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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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봉군관리법

 연구 배경

 ’10년 전국 418천군 중 317천군(75.8%) 피해, ’11년 지속발생 (’11.4, 27%)

 종 보전사업 대상농가에서 질병 재발ㆍ폐사로 인한 사업 차질

 주요 연구성과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봉군관리법 개발 보급

 - 여왕벌 산란 차단에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및 벌통 개량

 꿀벌 면역증강제 개발·보급 및 생태적 질병 관리기술 보급

 파급효과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기술개발로 토봉산업 안정화 기반 구축

 토봉농가의 관리기술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Hive management method for the prevention of Apis cerana Sacbrood viru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031-290-8528, beechoi@korea.kr 

여왕벌 격리와 예방 관찰이 쉬운 벌통 개량

봉군관리기술 개발 면역증강제 개발 봉군관리 실용서 및 동영상



057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전통지식의 체계적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전통 향토자원의 체험·감성마케팅을 위한 활용 콘텐츠 개발 수요 증가 

 주요 연구성과

 지역마케팅을 위한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 4지역

- 구전, 설화, 향토음식 등 지역유망자원 발굴(250건)

 구전(口專)자원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 : 5종

- 전설을 역할극으로 엮은 ‘스토리텔링북’, 전통놀이 체험 동영상 등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적용 : 3종 

 -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브로셔’제작 활용 (옥천군 장수마을) 

 - 체험용 교육콘텐츠(예산 추사 김정희), 홍보용 광고콘텐츠(홍천 잣)

 전통숲, 노거수 등 전통생태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 

 - 노거수, 소규모 습지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 2종

 파급효과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활용으로 농촌 관광마을 방문객 증가효과 기대

 - 테마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 : 년 100억 (104천명×96,000원)

 ✽(’10) 전통테마마을 방문객 2,083천명의 5% 적용, 1인당 지출액 96,000원 

 이야기를 접목한 향토상품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모바일 웹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마케팅 비용 절감

39 전통 향토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 콘텐츠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valuable local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content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안옥선, 031-290-0280, anos@korea.kr

스토리텔링 북
노거수 활용 
자전거 쉼터전통놀이 동영상 모바일 웹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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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0 농촌 어메니티 테마연계형 그린로드 발굴  

 연구 배경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길 만들기 사업 추진

- 농촌마을과 연계 부족으로 농산물 판매, 민박 등 농촌 영향 미흡

 농촌어메니티 가치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로드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장거리 도보여행 길과 연계한 강변 그린로드 모델 개발 : 2유형

- 거점 순환형, 거점 연결형으로 도보여행 길 연계 모델 제시

 농촌어메니티 테마연계형 그린로드 발굴 및 현장적용 : 15개소

 파급효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그린로드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및 소득화 기여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의 접근이 용이한 그린로드 제공으로 새로운 도보여행 문화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Development of theme trails (Green Road)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임창수, 031-290-0268, visioninjn@korea.kr

거점 순환형 한강:오감길 등 3개소 금강:깐치유람길 등 5개소 낙동강:태극벼슬길 등 3개소

영산강:송촌산들길 등 2개소 섬진강:거북장수길 등 2개소 「농촌마을길,강변따라 
쉬엄쉬엄 걷기」 책자 발간

거점 연결형



05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귀농·귀촌 희망자 증가로 전문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도 증가

 농촌 주민의 생활실태 분석 및 다문화 가족 자립기반 강화 필요

 주요 연구성과

 귀농 준비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3종

- 귀농교육의 중점 개선 항목 : 교육방법(중요도 高, 만족도 低)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자립역량 평가

- 자립역량수준 : 총체적(60.1) ; 사회심리(76.4)>주거(60.1)>경제(50.8)>정보화(49.1)

 파급효과

 도시민 대상 귀농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귀농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및 자긍심 향상으로 농촌공동체 일체감 향상

- 자립역량평가 체크리스트 및 향상 실천 지침 등

41 귀농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구축

Support for returning farmers and multicultural family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윤지, 031-290-0275, veritas@korea.kr

오리엔테이션 이론교육 텃밭실습 현장탐방

여성 중위연령의 증가폭 변화 여성 중위연령의 변화 추이다문화가족 자립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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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2 농촌 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정보 콘텐츠 개발

 연구 배경

  농촌의 우수자원을 발굴하고, 도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으며, 아울러 농촌의 소득증대에 도움

을 주고자 함

 주요 연구성과

 농촌자원 마을정보 앱(200마을), QR코드(3마을), 숲탐방로(20마을) 개발

- 마을별 어메니티 우수자원의 선발 및 전자정보화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31,834건) 및 DB구축(31,274건) 완료

 파급효과

 농촌마을 농번기 관광가이드 기능개선 및 방문객 만족도를 높임

 농촌우수자원 정보의 도시민 이용확대를 통한 농촌소득화 

Development of rural amenity resources and information conten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범, 031-290-0265, landlife@korea.kr

농촌어메니티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기술적용

2011 조사대상지 자원발굴 건수

제주도 저지리 당·오름 탐방로
외암민속마을  

남사예담촌 다랭이마을

도 지역수
(읍/면) 수자원 지형

자원
식물
자원

동물
자원

환경관리
자원

전통
자원

특산
자원

경관
자원

시설물
자원

공동체
자원 합계

경기 30 221 38 214 174 109 336 206 1511 2592 1177 6578

전북 35 368 28 293 0 84 376 759 1451 3154 869 7382

전남 20 415 41 623 13 86 593 23 1233 2061 507 5595

경북 20 114 270 315 306 82 447 904 494 2266 1261 6459

경남 20 399 152 330 37 55 320 210 1024 2352 941 5820

총계 125 1517 529 1775 530 416 2072 2102 5713 12425 4755 31834



06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건물 밀폐율 증가에 따른 실내 환경 악화

 - 실내에서 400여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 톨루엔 발생량이 가장 높음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빌딩·오피스·스쿨 추진 (’08, 국정과제)

 - 그린 빌딩 인증제도 : ‘실내 2% 녹색공간’확보 절실

 주요 연구성과

 실내식물의 톨루엔 제거 효과 구명 : 27층

 - 실내식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1 ) 제거효율 SCI 논문게재 

 ✽미국원예학회지의 가장 많이 읽힌 논문 2위 선정

 그린 오피스를 위한 공기정화용 Bio wall 디자인 개발 : 실용신안 출원 3건

 실내식물 관리정보용 스마트폰 앱 개발

 - QR코드가 부착된 스마트폰용 식물관리정보 앱 개발

 - 스마트폰용 식물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식물의 공기정화 효과 등) : 1,027종

 파급효과

 식물의 환경 기능성 구명을 통한 신수요 창출

 스마트폰 2천만대 시대에 원예작물 대국민 인지도 향상

43 스마트폰용 식물 관리정보 앱

Smart phone app for plant informatio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031-290-6162, kwangjin@rda.go.kr

 1)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지방족 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비균질 탄화수소류(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등) 및 지방족과 비균질이 혼합되어 있는 탄화수소 중 증기압이 27.6 킬로파스칼 이상인 물질을 
말하며, 발암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톨루엔 제거 최우수 ‘만병초’ Bio wall 디자인 식물 관리정보 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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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4 녹화용 식물의 피복특성에 따른 유형별 식재밀도

 연구 배경

 수변 식생대별 환경특성에 적합한 지피식물 식재밀도 기준 필요

  2008년 국내 건설 공사액은 180조 8,370억 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 특히 조경공사

부문은 19.8% 증가로 녹화용 식물시장 확대예정

 주요 연구성과

 피복특성에 따른 피복유형 분류 및 식재수량 산출

 제시된 유형별 적정 식재밀도를 적용한 3개 식재모델안 제안

 파급효과

 피복형태에 따른 단위면적 당 소요 수량 산출

- 조기녹화·경관녹화 등 녹화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지피식물 수량 예측에 활용

 수요·공급 기술 패키지로화로 녹화용 식물 전문재배 시스템화

✽자생식물 산업확대 : ('08) 1,000억 원 → ('10∼'11) 2∼3,000

Planting density of ground cover plants with covering characteristic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승원, 031-290-6168, hansgarden@rda.go.kr

피복유형별 적정 식재수량

모델안예제 ·매발톱(식재지 유지형) + 꽃잔디(인접지잠식형) + 리시마키아(포복성확산형)

예시도

특 징

· 식재밀도 : 리시마키아는 시간 경과에 따른 피복면적 확산을 고려하여 30~36본/㎡ 정도로, 꽃잔디는 

36본/㎡ 전후로 식재

·꽃과 수형이 특이한 매발톱꽃과 포복형 리시마키아를 혼식하여 다층초본식재 및 경관 변화를 모두 고려

식재초기 식재 후 2-3년 경과



063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대부분의 주말농장은 봄 작기에 상추류 위주로 재배하고 있음

  상추류는 6월 하순 이후에 추대가 되어 품질이 극히 저하되기 때문에 여름 동안 휴경 기간이 

발생됨 

 여름 휴경 기간에 재배가 용이한 채소류의 발굴 필요

 주요 연구성과

 혹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단기 재배가 용이한 엽채류 선발

- 상추류 : 오크상추, 적치마상추, 그린로메인

- 치커리류 : 엔다이브, 적치커리

- 기타 경엽채류 : 아욱, 백경근대

 파급효과

 여름철 텃밭 휴경기간 단축으로 재배기간 연장(3 → 4개월)

 아욱 3평 재배 시(1개월 소요) : 47,889원 수익 발생 

45 여름철 텃밭 재배에 적합한 경엽채류 

Leaf vegetables suitable for summer culture in urban vegetable garden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재욱, 031-290-6215, ljw1634@korea.kr

여름철 혹서기에 재배가 용이한 채소의 생육 모습

파종(7. 18) → 촬영(8. 10) 파종(7. 9) → 촬영(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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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6 가정용 채소재배기

 연구 배경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6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베란다는 정원도입이

적합한 장소임

 내음성이 좋은 채소 및 작물 선발과 더불어 인공광 활용 기술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가정용 채소재배기 개발 (특허출원 2건 기술이전)

- 생육단계별 높이조절이 가능한 LED 부착형, 자동 물관리 가능한 심지관수형

 인공광(LED) 활용 기술 개발

- 도시농 상추재배에 좋은 LED 광질, 광량, 광시간 구명 (영농활용)

- 보광 광원의 광량 및 광 조사시간에 따른 실내채소의 생육반응 (학술발표)

 베란다 광환경별로 재배에 적합한 채소, 허브류 선발 (영농활용)

- 채소 10종 허브류 25종에 대한 광환경별 생육 정보 제공

 파급효과

 가정 채소재배 관련 기술 표준화 및 정보 제공으로 산업화 촉진

- 가정용 채소재배를 위한 자재 시장 성장 : 상토, 씨앗, 모종, 재배기 등

Application of indoor vegetable gardening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지혜, 031-290-6216, jhmoon@rda.go.kr

가정용 채소재배기 광환경별 재배하기 좋은 채소 및 허브류 선발



무인자동화 및 동·식물 생산공장 시스템 개발

Agenda 4



06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7 미래 농업 대응 자동화·로봇화 기반기술 

 연구 배경

 고령화·부녀화 등 농업여건 변화와 영농현장의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필요

 IT, RT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과의 융복합 및 선제적 활용

 주요 연구성과

 친환경 벼농사 제초로봇 개발

- 최대출력 600W, 최대 주행 토크 78.6Nm, 주행속도 0.3m/s

 광환경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LED 전등 개발 (소비전력 200W)

 실시간 토양환경 계측센서 개발 (토양EC, 수분, 외기온, 습도, 일사량)

 젖소 TMR사료 자동 공급시스템 개발 (이송중량 140kg, 속도 4m/min)

 파급효과

 제초 노동력 60% 이상, 전조·보광 전력 80% 이상 절감  

 농업기술과 첨단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

Automation and robot technology for future agricultur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상철, 031-290-1851, sckim@rda.go.kr

제초로봇 스마트 LED 전등 실시간 토양센서 TMR 자동공급장치



067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밭농사의 파종·정식·수확작업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에 비해 낮음

- 기계화율 : 마늘(파종 25%, 수확 22), 양파(정식 0%, 수확 10)

 마늘·양파 생산 단위기계는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마늘·양파 경운정지∼수확작업 일관기계화 시험    

- 시험지역 : 마늘 2개소(난지형, 한지형), 양파 2(논, 밭)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식량원 바이오센터, 도원 작목연구기관과 공동

- 비닐멀칭형 마늘파종기(’11) : 0.9시간/10a(인력 대비 27배)

- 양파정식기(’09) : 6.25시간/10a·2인(인력 대비 2배)

✽기계정식 성능향상을 위한 육묘기술 병행 추진 필요(식량원 공동)

 파급효과

 마늘·양파 기계화 재배양식 확립 및 기계화 촉진

 마늘·양파 생산 일관기계화로 노력 및 비용 절감, 농가소득 증대

48 마늘·양파 생산 일관기계화 현장적응

Field testing of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for garlic and on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채식, 031-290-1852, lcs@rda.go.kr

비닐멀칭형 마늘파종기 양파정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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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9 살모넬라균·잔류중금속 신속 검출장치

 연구 배경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유통 전 농식품의 유해물질 오염 조기검사 요구 증가

  기존 검사 방법은 대부분 실험실의 고가장비나 배양을 필요로 하고, 많은 비용과 2∼5일의 

분석시간이 소요됨

 주요 연구성과

  형광 발생 나노양자점과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식중독균 신속

검출 (검출시간 : 1시간내, 살모넬라균)

  산화·환원 반응에 기반한 전극 표면에서의 중금속 부착 및 탈리 현상을 이용하여 납 및 카드뮴 

농도 측정 전기화학센서 개발

 파급효과

 신속한 유해물질 검출로 농식품의 오염 확산방지를 통한 경제적 손실 감소

- 식중독사고 10% 예방 시 건강증진 경제적 효과 : 약 1,300억 원/년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유통으로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Salmonella and heavy metals quick detection method using sensor apparatu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기영, 031-290-1899, giyoung@rda.go.kr

식중독균 검출용 나노바이오센서 휴대형 식중독균 검출장치 중금속 검출용 전기화학센서



06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기존 포도가지 유인기의 경우 철사에 고정하는데 과도한 힘이 필요하여 유인 테이프로 줄기 

유인 및 새로운 작물 재배시 매번 제거하고 재설치 해야 함

 주요 연구성과

 포도 유인작업의 편이성을 향상한 빨래집게 형태 가지 유인기 개발

- 다양한 철사 굵기(10, 12, 14호)에 사용 가능

- 유인가지가 이탈 되지 않고 바람에 유동이 적도록 유인고정부 최적화

- 재설치가 필요 없어 반영구적

 포도가지 유인집게의 작업부담 경감 효과 

- 심박수 평가 : 개발유인기 78.3, 클립유인기 82.1, 결속기 83.8

 파급효과

 포도가지 유인 작업부담 경감 및 작업효율성 향상

50 포도가지 유인기 개발 및 평가

Guiding device for branches of grape tre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채혜선, 031-290-1939, seon70@rda.go.kr

개발 포도가지 유인집게 심박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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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1 농가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장치

 연구 배경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46%로서 도시 88%의 약 절반수준

 하수도 미 보급 지역의 경우 가정용 정화조만으로 N, P 제거곤란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발생 등 대체수자원 확보 필요

 농촌 하수방류수를 고도처리 1 ) 함으로써 수변보호 및 환경부하 경감

 주요 연구성과

 농가용 소규모 하수처리장치 개발

- 철(Fe) 및 알루미늄(Al) 금속판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 하수정화

- 처리량 : 3.0m3/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하수 재처리장치

- 마이크로 나노버블발생기와 UV소독기로 구성 친환경적 하수처리방식

- 최대 처리량 : 5.0m3/일

 파급효과

 농촌지역 방류하수 중 질소, 인 등 오염물질 저감으로 하천 수질보호 및 환경개선 비용 경감

Small-scal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or farm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상봉, 031-290-1945, leesb@rda.go.kr

금속판 나노버블발생기

농가용 하수처리장치 하수처리재처리장치

 1)   고도처리 : 배수처리 과정에는 1차 처리, 2차 처리, 고도처리가 있으며, 배수의 스크린 처리나 자연 침전 
처리는 1차 처리에, 활성오니 처리나 상수예상 처리는 2차 처리에, 활성탄 흡착과 역침투 처리는 고도처
리에 속함



07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기상이변 등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연구 시도

 관련 단위기술의 시스템화 및 실증용 Pilot plant 필요

 주요 연구성과

 에 너 지 :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재배장치 : 수직입체형(벤로형 유리온실), 수평다단형(빌딩형)

 광    원 : 수직형(태양광＋LED), 빌딩형(LED＋형광등)

 환경제어 : PC 및 휴대폰 이용 원격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양액관리 : pH, EC 등 최적화 및 양액 순환 자동공급시스템

 파급효과

 한국형 식물공장 실용화 기반 기술 확보

 식물공장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 : LED, 지열, 태양광, 자동화 기술 등

52 미래농업 연구시설 ‘식물공장’

Plant factory as a research facility for future agricultur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유호, 031-290-1858, star2000@rda.go.kr

식물공장연구동 수직이송형 재배장치(1층) 수평다단형 재배장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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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3 RFID
1)

를 이용한 모돈 액상급이기 

 연구 배경

 한-EU FTA 등에 대비한 가축복지 및 생산성 향상 필요

- EU가축복지규정 : 모돈 스톨사육 금지(’13∼) 및 고 섬유질 사료 공급 권장

- 포유 모돈에 액상급이 시 일일섭취량 증가(독일, ’09)

 주요 연구성과

 RFID 및 스위치를 이용한 개체인식형 모돈 액상급이기 개발

- 임신/포유돈 겸용형, 매립형 콘트롤러 이용 급이 제어

- 액상배합 제어 : 물 + 배합사료 또는 세절조사료, 배합 변동계수 2%

- 급이성능 : 15분/모돈 1두, 임신돈 30두 + 포유돈 10두/일-대 급이

 파급효과

 모돈 액상급이기 국산화로 보급 활성화

- 가격절감 : 개발품 20백만 원/대(수입품 건식 35백만 원/대) 

- 생산성 향상 : 건식급이 대비 일일섭취량 10% 증가

 가축복지형 모돈사 확대 및 부산물을 이용한 액상급이 활성화

RFID-attached swine liquid feeding machin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혁주, 031-290-1867, agrihj@rda.go.kr

액상급이기 구조 및 제어시스템 개체인식형 임신/포유모돈 액상급이기

 1)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073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활착환경 개선을 통한 채소 접목묘의 생육증진 및 품질향상 필요

- 전문 공정육묘장 : 195개소, 110ha(’09), 생산액 1,500억 원 이상 추정

-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채소접목재배 증가 추세 : 박과 90%, 가지과 40% 이상 추정

 주요 연구성과

 식물의 동화량 연속 측정이 가능한 식물생육 조절장치 개발(특허출원)

 인공광 이용, 폐쇄형 육묘시스템에서의 가지과 접목묘 활착조건 구명

- 접목묘의 광합성 증대, 생육촉진, 활착기간 단축 : 관행 7∼10일 → 5∼6일

- 관행 대비 광량 증대 : 관행 50 이하 → 200μmol m-2 s-1 이상

- 상대습도를 RH 80% 수준 : 광합성 촉진, 부정근 발생, 도장 억제 

 파급효과

 접목활착환경 개선을 통한 접목묘의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 식물생육조절장치(특허출원 10-2011-0036895)

- 접목, 삽목묘 생산장치 및 생산방법(특허출원 10-2011-0014274)

- 폐쇄형 육묘시스템을 이용한 가지과 접목묘 생산 (영농활용)

54 폐쇄형 육묘 조건에서의 고추·토마토 접목묘 생산

Grafted seedlings technique for pepper and tomato in closed production system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윤아, 031-240-3645, limejya@korea.kr

인공광 이용, 폐쇄형 육묘시스템에서의 접목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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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술 개발

Agenda 5



07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5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측정 시스템 

 연구 배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측정시스템 구축 절실

 온실가스 측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요구

 주요 연구성과

 농경지 온실가스 포집 및 분석장치 개발 (특허출원)

- 논 (특허출원 2011-01-129-000237), 밭 (특허등록 10-1045826) 

 파급효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장기 모니터링 연구 가능

 농경지 온실가스 측정 시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체계적 관리가능

Automated monitoring system of GHGs in agricultural land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건엽, 031-290-0240, gykim@korea.kr

메탄 및 아산화질소-논(특허출원) 이산화탄소-밭

◦ 다중챔버(45개)에 솔레노이드 밸브와 시료루프를 연결하여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의 고유 

유리 챔버에 시료를 보관

    ⇒ 챔버 당 시료채취 시간 차이에 따른 오차를 줄임

◦유리 챔버에 저장된 시료는 순차적으로 GC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분석

◦측정 횟수를 연구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여 측정할 수 있음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GC, NDIR 등)를 선택하여 분석이 가능



077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시 농업 비점오염의 평가 반영 필요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시용 시 환경영향 및 부하량 제시 절실

 주요 연구성과

 포장단위에서 강수량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 미래 강수량 증가에 따라 토양 유실량, T-N 및 T-P의 부하량 증가

시  기 (연 대) 강수량 (%) 토양유실량 (%) 유출량 (%) T-N·T-P 농도 변화(%)

PS1 (2010s-2030s) +6.3 +8 +5.2 +5

PS2 (2040s-2060s) +9.9 +11 +10.1 +10

PS3 (2070s-2090s) +16.1 +23 +20.8 +21

 SCB 액비가 시용된 논에서의 수질 및 물질(N, P) 수지 평가

- 논 배출수 오염도 : 화비구<액비구, 논 침투수 NO3-N 농도 : 화비구>액비구

- N : Input(63.9 kg/ha) Output(27.1), P : Input(3.03) Output(2.30)

 파급효과

 기후변화와 투입자재에 의한 수질환경 영향평가 및 영농관리 방안 제시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및 비점오염 관리대책 마련에 기여

56 농업 비점오염
1)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기술

Assessment of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its integrated 
management practic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민경, 031-290-0223, kimmk72@korea.kr

 1)   비점오염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배출원을 말한다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논 배출수 중 수질 특성 논 침투수 중 수질 특성 논에서의 질소와 인 수지,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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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7 사과원 수관하부
1)

 잡초발생 억제 장치

 연구 배경

 수관하부는 사과 과수원에서 청경 관리하는 부분임

  수관하부의 잡초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수관하부의 잡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법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사과원 수관하부 잡초발생 억제를 위한 생력형 접이식 방초망 개발

- 사과나무 하단 지면 15∼20cm 높이에 철선(와이어)을 주간을 따라 설치함

-  잡초발생 억제 장치는 생육기에는 차광망이 바닥에 닿게하여 잡초를 억제하고 예초 및

  수분배출이 필요 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들어올림 

 파급효과

 수관하부 제초작업 시간 및 노동력 절감(시간/10a)

- 예초 : 60시간, 부직포 설치 : 24시간 ⇒ 방초망 설치 : 8시간

 월동기 부직시트의 제거 노력 절감 및 폐자재 발생 억제

Control device to suppress weeds under the canopy in apple orchard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헌중, 054-380-3150, kweonhj@korea.kr

 1)  수관하부 : 지표면위 사과나무 아래의 그늘진 부분

생력형 접이식 방초망(잡초억제) 개발 접이식 장치 설치 전경



079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우리나라 강수량은 1,310mm에 이르나 봄, 가을철 재배작물에 물이 부족함

- 논벼 재배 (4∼5월) : 물 소요량 33억톤 → 강우 공급량 16억톤(48%) 불과

 농업용수에 관한 지침ㆍ정책이 논에 집중되어 밭작물의 물 절약관리기술 필요

- 현재 밭작물 지침서(1999, 엄 등) : 농산물 최대생산 위한 물 소모량 기준

 주요 연구성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절약형 밭작물 관개량 설정

- 작물 : 10개(시설 4 :오이, 상추, 양파, 노지 6 :무, 배추, 고추, 콩, 감자, 사과, 배)

- 기준 : 토성 3종, 지역 45개 (예시 :콩, 경기북부 지역)

 성과활용 및 실용화

- 물절약형 밭작물 물관리 지침서 발간 및 영농활용 기술지도 

 파급효과

 밭작물 관개량 20% 감축으로 밭 용수량 5.6억 ton/년 절감

 농업용수 수급계획 수립 및 국가적 물 부족 해결에 기여

58 물절약을 위한 밭작물 물관리

Water management technology for water-saving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장용선, 031-290-0337, zhang@korea.kr

기존 밭작물 요구량과 비교 콩의 생육단계별 물 절약형 관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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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9 북부 평야지의 보리 파종적기

 연구 배경

  북부평야지(수원-대전-영주-강릉선, 표고 100m 이하)에서 보리 파종기는 1월 평균최저기온에 

따라 10월 1일∼10월 15일로 권장되어 왔음

 수원지역의 경우 10월 5일 파종했으나 월동 전 심한 웃자람이 관찰됨

 주요 연구성과

 수원, 대전, 영주, 강릉선 일대 1월 최저기온의 변화 관찰

- 2010~2011년도를 제외하고 1월 평균최저온도가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경향임

관측년도

1월 평균 최저온도 (℃)

수  원
(표고 34.1m)

대  전
(표고 68.9m)

영  주
(표고 210.8m)

강  릉
(표고 26.0m)

천  안
(표고 21.3m)

 ’01- ’09 평균

 ’10- ’11 평균

 -6.3

-11.0

-4.9

-8.9

 -7.1

-10.6

-2.6

-5.5

 -7.6

-11.1

평년값 ( ’81-2010)

           ( ’71-2000)

           ( ’61-1990)

 -7.4

 -7.9

 -8.8

-5.4

-6.3

-6.7

 -8.2

 -8.6

 -9.4

-3.2

-3.3

-4.1

 -7.9

 -7.8

 -8.2

 수원 등 북부평야지 파종적기 변경 : 10. 5∼10. 15(기존) → 10. 10∼10. 18(개정)

- 출현기 10. 25일경(파종기 기준 10. 15일경)에서 수량성이 가장 높았음

 파급효과

 재배안정성으로 수량증대 : 출현기 10월 20일자 대비 13.6∼25.4% 증수

- 출현기 20일 대비 줄기가 17.7% 길어지고, 단위면적당 이삭수는 4.1% 증가

Re-establishment of the optimum sowing time for winter barley in the northern 
plain of South Korea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춘기, 031-290-6765, lee0ck@korea.kr

출현기에 따른 출수기 변화 출현기에 따른 조곡수량성의 변화



081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우리나라 기온 상승 예상 : 2050년 1.9℃, 2080년대 2.4℃상승 전망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지 변동 현황 파악 및 예측 필요 

 주요 연구성과

 감 재배지 공간분포는 1992년 이후 중, 북부지역으로의 확대가 현저함

- 단감은 기존 재배지역의 면적 증가와 함께 중, 북부지역으로 확대됨

- 떫은감 재배면적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역적인 변동은 뚜렷하지 않음 

 파급효과

 감 신규과원 조성 시 재배적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감산업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공간 분포 및 변동 파악)

 기후변화 대비 감 재배지 변동 예측을 위한 참고자료     

 지역별 감 기상재해 취약지도 작성의 기본자료로 활용

60 통계자료를 활용한 감 재배지 공간분포 변동

Spacial distribution map of persimmon cultivation areas in Korea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점화, 031-240-3681, najuflower@korea.kr

1987년(9,501.5ha)

1987년(9,501.5ha)

1997년(26,888.6ha)

1997년(22,633.3ha)

2007년(24,854.4ha)

2007년(16,290.3ha)

감(단감+떫은감) 재배면적 분포도 변화

단감 재배면적 분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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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61 여주(쓴오이)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적기

 연구 배경

 미래소득 작물인 열대채소 여주(쓴오이)의 소비확대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요구

- 국내재배 면적 : (’08) 3ha → (’11) 10

  여주는 과채류로 활용가치가 높은데 종자의 성숙에 따라 과피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주요 연구성과

 수분 후 일수 경과에 따른 과피 및 종자 성숙 비교

- 수확적기 기준설정 : 과피 녹색 및 종자 흰색시기(수분 후 15∼20일)

구분

구분

수분 후 15일 수분 후 20일 수분 후 25일 수분 후 30일

과피색 녹색 녹색 및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종자색 흰색 흰색 및 주황색 분홍색 분홍색

 파급효과

 여주 적정 수확시기 판단에 의한 과실 품질향상 효과 : 10∼35%

 기능성 채소 및 특산채소로 재배면적 및 소비확대 : 20∼30% 향상

Harvesting time for high quality bitter gourd fruit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두경, 064-741-2540, dgmoon@korea.kr



08301 미래성장동력 : 첨단농업기술

 연구 배경

 물 부족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실용적인 빗물 이용 장치 개발 필요

- 해안이나 간척지 주변의 지하수는 염류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작물재배 곤란

-  내륙지방에도 지하수 고갈, 농업용수의 철분 과다 등에 의한 작물재배용 수질 기준치에

  부적합한 곳이 많음

- 수질이 양호한 빗물만 모아 온실 작물재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온실용 빗물 이용시스템 개발

- 각종 이물질이 혼합된 초기 빗물은 버리고, 맑은 빗물만 자동 집수

- 저수조 1,000톤의 빗물 이용시스템 설치시 연간 8,750톤/ha 빗물 이용 가능

- 온실 1ha에 1,000톤 용량의 지상 저수탱크 설치 시 약 9,500만 원 소요

설치면적(ha)
빗물 이용* 

가능량(천톤)
빗물이용

비용절감액(억 원)
이산화탄소
절감량(톤)

5,300 46,375 715 15,370

✽온실 1ha당 빗물 집수 가능량(13,600톤)의 64%로 적용

 파급효과

  시설면적 53천ha의 10% 보급시 연간 4,600만톤 물이 절약되고, 이는 연간 715억 원의 비용 

절감 및 15,000톤의 CO2 감소 효과

 온실용 빗물이용시스템 설치에 따른 절감효과

62 시설원예 빗물 이용시스템

Rainwater utilization system for greenhouse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종길, 051-602-2150, jjkfoc@korea.kr

빗물 집수시설 지상 저수조형 지하 저수탱크형 빗물이용 딸기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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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정생산·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축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 국내외 현장 기술적용 촉진 및 경영·마케팅 기술 개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 친환경·자원순환 농업 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02 농업현장 대응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식량안전생산·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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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63 중부평야지 적응 벼 ‘중생골드’

 연구 배경

 중부평야지 적응 고품질 중생종 벼품종 재배안정성 확립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출수기가 빠르고 간장이 짧으며, 쌀 외관 및 밥맛이 우수한 ‘중생골드’개발

- 출수기 8월 11일, 간장 78cm이며, 도열병 및 벼줄무늬잎마름병(RSV)에 강함

- 쌀 외관이 깨끗하고, 밥맛이 우수하며 조기재배에서 쌀 수량이 증수 되었음

품종
출수기

(월.일)

간장

(cm)

립수

(개)

등숙율

(%)
도열병 RSV

심복백

(0-7)
아밀로스(%)

쌀수량

(kg/10a)

중생골드 8.11 78 113 78.9 중강 강 0/0 17.2 505(551)*

화성벼 8.13 83 93 84.7 중 강 2/0 20.8 505

                                                                                                                                              * (  ) 조기재배 쌀수량

 파급효과

 중부평야지 재배안정성 확충 및 고품질쌀 생산

 경기도 추청벼 및 외국품종 재배지역의 품종 대체

‘Jungsaeng Gold’ adaptable to middle plai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조영찬, 031-290-6708, yccho@korea.kr

중생골드      화성벼



089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쌀 소비 다양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 활발

 기능성 쌀 시장의 확대에 따른 용도별 특수미 요구 증가

 주요 연구성과

 흑자색 C3G 성분 고함유 중만생 향미 벼 품종 ‘선향흑미’

- 중만생종, C3G 안토시아닌 고함유(136mg/100g), 향미 메벼

- 현미 수량성 : 475kg/10a(대비품종 대비 16% 증)  

 신장병 등에 좋은 저글루테린 기능성 벼 품종 ‘건양미’

- 중만생, 低글루테린 (57∼77%), 高프롤라민(140%) 메벼 

- 쌀 수량성 : 464kg/10a

 파급효과

 유색미 및기능성 벼 품종의 개발로 농가 수입원 다양화와 농가소득 창출

 신장병 등 환자용 기능성 밥쌀용으로 이용이 기대됨

64 건강 기능성 특수미 ‘선행흑미’, ‘건양미’

A new rice cultivar with functionality for human health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명기, 031-290-6705, kimmk6690@korea.kr

유색 향미 ‘선향흑미’(아래쪽) ‘건양미’의 단백질조성(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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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생 다수성 흑자색 메벼 ‘조은흑미’ 

 연구 배경

 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조생 흑미 품종에 대한 농민의 요구도 증가 

 기능성 쌀 시장의 확대에 따른 용도별 특수미 요구 증가

 주요 연구성과

 조생 다수성, 내도복성, 내수발아성 및 도열병 저항성

 안토시아닌 함량(149~258mg/100g)이 높은 기능성 흑자색 메벼

 적응지역 : 북부평야지, 중산간지, 남부고랭지 및 동북부해안지

품 종 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당립수
(개)

천립중
(g)

수발아율 
(%)

잎도열병
(0~ 9)

현미수량
(MT/ha)

조은흑미 7.31 72 62 22.2 3.8 2.7 5.16

오 대 벼 7.30 72 69 26.6 4.0 4.5 5.74

 파급효과

 재배 안정성 및 수량성이 낮은 기존 조생품종 흑진주 대체로 농가 소득 향상

(흑진주 대비 40% 증수)

A new early maturing, high yielding and dark purple non-glutinous rice cultivar 
‘Joeunheukmi’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윤영환, 033-455-2031, yhyoon9490@korea.kr

조은흑미         오대벼

성숙기 모습

6개소                     철원

지역적응시험 현미수량

조은흑미             흑진주             오대벼

외관품위



091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발아현미를 단순히 식사용으로만 활용하는 것보다 기능성 성분을  음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주요 연구성과

 기능성이 증대된 발아현미를 원료로 이용하여 티백용 발아 현미차 개발

 특허출원 완료 (출원번호:10-2011-0115484)

-  발아오색현미는 발아현미, 발아찹쌀, 발아적미, 발아녹미, 발아흑미를 60%, 10%, 10%, 

10%, 10%를 혼합하여 2.00㎜ 정도로 분쇄, 발아오색현미 90%, 열처리한 연잎 10%를 골고루 

혼합하여 티백에 2g 단위로 봉입하여 포장

 파급효과

 발아현미의 2차 가공 식품의 다양화와 기능성 발아현미의 소비 증대

66 발아 현미차 

Germinated brown rice tea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오세관, 031-290-6722, ohskwan@rda.go.kr

발아현미차 특허출원번호 : 10-2011-15484 발아현미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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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량, 도정율, 밥맛이 양호한 조생종 벼 ‘설레미’

 연구 배경

 조생종 최고 품질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조생종으로 운광벼가 보급되었으나 외관품위가 다소 떨어짐

 잦은 기상변화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 필요

- 재배안전성, 병해충 저항성의 다양성 요구도 증가

 주요 연구성과

 육성내역 : 상주벼/수원440호/상주22호, 1998년 인공교배

 주요특성 : 조생종, 고품질, 도정특성 및 밥맛 우수, 도열병 강

 쌀수량 : 560kg/10a(비교품종 오대벼 대비 7% 증수)

 적응지역 : 남부중산간지, 고랭지, 북부평야지 및 중산간지, 동북부해안지

 파급효과

 오대벼 대체(80%)시 증수량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 

- 수익 : 400kg(증수량)/ha×20천ha(대체면적)×2,000원/kg = 160억 원/년

A new early-maturing rice cultivar ‘Seolremi’ with high yield and good qualit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우재, 054-533-0465, suwonman@korea.kr

‘설레미’ 성숙기 사진 백미 사진 설레미      낙동벼

잎도열병 저항성 반응



093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쌀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 용도별 맞춤형 벼 품종 개발이 요구됨

- 재고량(천톤) : (’09)816→(’10)910(추정), 5년 평균(773천톤) 대비17.7% 증가

 식생활 고급화 및 다양화에 의한 쌀 가공식품 전용품종 필요성 증가 

- 맞춤형 원료미 : 쌀빵용, 제면용, 제과용, 떡용, 주류, 햇반용 등

 주요 연구성과

 육성내역 : 밀양165호 / 신동진벼/ YR19105Acp222, 2000년 인공교배

 ‘희망찬’은 생산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종

- 주요 특성 : 일반계 다수성으로 투명하며 밥맛이 우수함

- 가공적성 우수 : 탄성, 쫄깃함, 씹힘성, 맛이 좋고 노화가 늦음

- 재배안정성 양호 :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강, 쌀수량 618kg/10a 

  (한마음 대비 103% 증수)

 적응지역 : 중부이남 평야 1모작지 (경기,충남북,전남북)

 파급효과

 떡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기호도를 높임으로서 쌀 소비확대 기여

 맞춤형 원료미로 부가가치 향상에 의한 농가 및 가공업자 소득 창출

68 가래떡 및 떡볶이용 신품종 ‘희망찬’

A new rice cultivar ‘Heemangchan’ with adaptability to Dhugboggy and a long and/
or slender rice-cake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하기용, 063-840-2255, ha0ly04@korea.kr

성숙기 외관상미질 적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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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초다수 벼 ‘보람찬’을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 배경

 쌀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및 쌀 소비촉진 확대

 수량성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

-‘보람찬’은 70년대 일반형 대비 155%, 통일벼 대비 146% 증수

 주요 연구성과

 ‘보람찬’이용 글루텐 무첨가 쌀 빵·과자 가공기술 개발

- 트랜스글루타미나제를 이용한 쌀치즈케이크 제조 방법(특허출원, ’10)

- 트랜스글루타미나제를 이용한 쌀로 만든 양갱 및 이의 제조 방법(특허출원, ’10)

- 쌀 스펀지케이크 제조방법(특허출원, ’11)

- 쌀가루를 이용한 호두과자 및 그 제조방법(특허출원, ’11)

- 쌀가루를 이용한 붕어빵 및 그 제조방법(특허출원, ’11)

 100% 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쌀 빵·과자 관련제품 개발(○○케익 공동)

 쌀빵용 원료미 ‘보람찬’재배단지 조성 : 5ha(11), 전주시, ○○케익

 수출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 제희 RPC(‘보람찬’120톤 수출, 영국)

-‘보람찬’수출단지 조성 및 최대생산 기술지원 : 60ha(’11), 군산,익산

-‘보람찬’모시떡용 원료미 선정 및 재배단지 조성 : 20ha(’11), 영광군

 파급효과

 ‘보람찬’개발에 의한 농가 조수입 증대 : 771.3억 원/년(15천ha재배시)

- 증수효과 : 756억 원, 생산비 절감효과 15억 원

✽220만 원/ha(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금) + 284.2만 원/ha(조수익 증가분)

 쌀가루 이용 밀가루 수입 대체(17천톤)에 의한 외화절약 효과 : 113억 원/년

Products from japonica high yielding rice ‘Boramcha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하기용, 063-840-2255, ha0ly04@korea.kr

쌀호두과자 쌀붕어빵 쌀카스테라 보람찬벼 우수성홍보



095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미사질양토에 파종시 논 굳힘 정도에 따라 파종작업과 발아변이가 큼

 기후 온난화에 따른 파종시기별 제초제 처리시기 설정 필요

 논에서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 초종 및 밀도 증가로 직파재배면적 감소

 주요 연구성과

 무논직파재배 안전화를 위한 입모향상 및 재배방법 구명

- 물로타리 정지후 3일째 파종 및 파종후 2일째 간헐담수시 입모향상 

- 5월 30일 파종 및 70주/3.3㎡ 파종으로 완전미 수량증대

 무논직파 파종시기별 제초제 처리시기 설정

- 5.20, 5.30, 6.10 파종 → 17일, 12일, 10일째 제초제처리

 제초제 저항성 동시방제 약제선발

- 벤조비싸이크론+이마조설푸론+페녹슐람 : 95% 이상 방제

-  저항성 잡초 제초제처리시기 : 0.5엽기 oxadiazon유제, pyrazolate 액상수화제, 2엽기 

mefenacet 및 fentrazamide

 파급효과

 호남평야지에서 무논점파재배 면적 20% 확대(재배면적 : 26.5천ha)

 후기 경엽처리 제초제 추가살포 절감 효과 : 100천 원/ha

- 제초제 적기 처리로 잡초에 의한 쌀 수량 감수(20%)예방

70 남부지역 무논직파재배시 논관리 방법 및 잡초방제 기술

Appropriate management of paddy water condition and weed control technology 
in puddled soil rice seeding in southern plain area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박홍규, 063-840-2166, parkhok@rda.go.kr

저항성 계통 감수성 계통 저항성피 발생 벤조비싸이크론등 혼합처리

간헐담수

무담수

식
량

 안
전

생
산

·
경

쟁
력

 제
고

 기
술

 개
발

Agenda    6   



09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71 이모작 재배용 벼 포트육묘

 연구 배경

 종자상토량 절감과 튼튼한 묘를 이용한 포트육묘 벼 재배면적확대

- 관행 산파대비 상토량 50%, 종자량 75%이 절감되나 종합적인 재배기술 필요

- 조기활착에 의한 병해충 및 우렁이 피해가 적어 친환경 농업에 도입증가 추세

 주요 연구성과

 벼 육묘방법별 포트육묘 효과

 벼 보통기 포트묘 이앙시 적정 재식밀도

- 호남평야지에서 완전미 수량을 고려한 적정 재식밀도는 60주/3.3㎡임

- 관행(중묘산파) 보다 240kg/ha 증수 : 소득 390,790원/ha 증가

 맥류 이모작재배지에서 벼 포트육묘 수량성

- 이삭이 길고, 벼알수가 많아지며, 등숙율이 높아 완전미 수량이 높음

- 수량은 청보리 재배지에서 관행보다 5%, 밀과 보리 재배지에서 4% 증수

 파급효과

 벼 포트육묘이용 재배시 친환경 및 이모작 재배농가 소득 증가

- 우렁이농법 : 391천 원, 청보리 : 379천 원, 밀, 보리 : 296천 원/ha

Pot raising seedling for double cropping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강신구, 063-840-2168, sgkang82@korea.kr 

- 튼튼한 육묘로 생산력증대

·뿌리손상이 없어 활착이 빠름

·줄기와 이삭이 튼튼하게 자람

·줄기와 뿌리가 좋아 도복에 강함

·등숙비율이 높고 수당립수가 많음

포트묘(30~35일묘) 이앙 작업 줄기 사이 공간 출수기 벼의 생장량(좌:관행, 우:포트)



097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밀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립 발생으로 밀 품질 저하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가루 생산을 위한 용도별 밀 품종 요구

 주요 연구성과

 수발아에 강한 다수성 케이크용 ‘조아밀’개발

- 수발아저항성(수발아율 12.3%), 다수성(526kg/10a, 금강밀 대비 12%)

⇒ 케이크의 부피가 크고, 속질이 부드러워 케이크용으로 우수함

 백립계로 수발아 저항성이 강하고, 제빵적성이 우수한 ‘중모2008’개발

- 수발아저항성(수발아율 9.8%), 고단백(16.4%), 고글루텐(13.4%)

     ⇒ 식빵의 부피가 크고, 속질이 부드러워 빵용으로 우수함

 파급효과

 국내 최초 케이크용 개발 및 빵용 밀 품종 수 확대 보급

 수발아 안정 생산 및 용도별 고품질 밀 생산 

 농가 조수익 증대 : 350억 원/년(10천 ha 재배시)

- 360억 원 = 10천ha X 4,000kg/ha X 875원/kg

72 케이크용 ‘조아밀’, 빵용 밀 ‘중모2008’

New wheat variety ‘Joah’ with good cake quality and ‘Joongmo2008’ with good 
bread qualit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강천식, 063-840-2156, kcs1209@korea.kr    

‘조아밀’ ‘중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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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73 화학비료 절감 밀 재배 밑거름용 친환경자재 기준량

 연구 배경

 밀 재배시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퇴비 등 적정 사용량의 기준 설정이 미흡함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친환경자재의 사용 증가에 따른 밀 친환경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 확립이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밀재배 밑거름용 친환경 자재 적정 시용 기준량 설정

- ha당 사용량 : 유기질비료 800kg, 미생물퇴비 2,000∼2,500kg 

✽유기질비료(20kg/포) : N-P2O5-K2O-고토-봉소=6-3-4-2-0.2%, 유기물 60%(수용성30%포함)

   미생물퇴비(2kg/포) : N-P2O5-K2O=2-1-1%, 유기물 25%, EM미생물 5%

  수량성은 관행(복합비료 4.09톤/㏊)대비 유기질비료 4.04톤, 미생물퇴비 3.94톤으로 각각 1%, 

4%가 약간 낮으나 농가소득은 4∼18% 증가됨

 파급효과

 밑거름용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화학비료 절감 및 환경오염 경감

- 화학비료 절감 효과(3,750ha, 30%) : 1,856백만 원(128톤/년, 0.34톤/ha)

 밀 친환경 원맥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효과

- 재배면적 3,750ha(30%,12.5천ha) : 유기질비료 551.0백만 원/년, 미생물퇴비 872.4백만 원/년

ptimum amount of basal application of organic fertilizers and effective 
microorganism compost for reducing chemical fertilizer in wheat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학신, 063-840-2236, khs0716@korea.kr     



099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쌀 소비 감소 및 웰빙 수요 대응 기능성 벼 품종개발 필요

- 1인당 쌀소비량 : (’00) 93.6kg → (’10) 72.8 → (’11) 71.6

- 소비자 유형별 맞춤쌀 개발 : 연령, 환자 및 특정 소비자용 등

☞ 고령화, 식이환자 대응 기능성 품종 다양화 및 가공식품 개발 확대

 주요 연구성과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특수미 및 초다수성 벼 품종 개발(품종출원 5건)

- 고품질 복합내병성 ‘새일미’(585kg/10a, 남평벼 대비 7% 증수)

- 단기 성숙형 ‘중모1019’(452kg/10a, 고온 등숙시 완전미 양호)

- 쌀국수 전용 벼 ‘새고아미’(503kg/10a, 흰잎마름병 K1 저항성)

- 경관용 녹색찰 극만생 ‘중모1020’(현미423kg/10a, 줄무늬잎마름병 강)

- 동해안 냉조풍지 적응 ‘대보’(593kg/10a, 복합내병성)

 파급효과

 가공 및 기능성 품종의 산업화 연계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수입 안정화

- 다양한 기능성 특수미 개발 확대로 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기능성·가공용 벼 재배면적 확대 : (’11) 5.1만ha(6%) → (’12) 7만ha(8%)  

74 소비자 맞춤형 특수미 품종

Customized special rice cultivar for value added produc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여운상, 055-350-1162, yeousyr@korea.kr 

새일미 중모1019 새고아미 중모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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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75 초다수성 벼 품종의 가공특성 구명 및 가공산업 기반조성

 연구 배경

 원료곡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가공용 초다수 품종개발 필요

- 가공용 쌀 소비량 : (’07) 183천톤 → (’10) 304 → (’11) 357

- 쌀 가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자체 R&D 및 제품개발 역량부족

☞ 다양한 품종개발 및 산업체 연계 기술개발로 쌀 소비 확대

 주요 연구성과

 쌀가루용 초다수성 벼 품종개발 및 분류체계 확립

- 제면·제빵용 초다수성 우량계통 육성 : 밀양260호(5.9MT/ha)

- 제면·제빵용 쌀가루 분류체계 확립 : 아밀로스함량 25% 이상

 우리쌀 이용 쌀 가공품 개발(특허출원)

- 쌀쌈 제조 : 밥쌀용(감자전분 혼합) 및 밀양260호(쌀가루 100%) 이용

- 쌀크레페 개발 : 밥쌀용 쌀(타피오카전분 5% + 밀가루 30%) 이용

 쌀눈쌀 우수품종 선발 및 기술 설정(영농활용)

- 쌀눈쌀 우수품종 : 신동진, 주남, 호품

- 쌀눈쌀 기준설정(백미(10분도)) : 백도 37이상, 쌀눈 잔존율 60%이상

 파급효과

 웰빙 및 식품안전성에 부응한 수입밀 대체 및 가공용 쌀 신수요 증가

- 밀가루 수입대체 : 800억(120천톤, 밀가루10% 혼합사용(R10)기준)

- 가공용 쌀 소비 확대 : (’11p) 357천톤 → (’12) 470 → (’15) 600

- 쌀쌈 수입 대체 효과 30억/년(900톤)

Investigation of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high yielding rice cultivars and building 
up the fundamentals of the processing industr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조준현, 055-350-1169, jhcho@korea.kr 

쌀크레페 제조 쌀국수 쌀눈쌀Rice paper



101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건강 기능성 시장은 지속 성장하나 소수품목에 집중되어 기반 미흡

- 국내 건강기능성 인증제품 지속성장 : (’08)80백억 원 → (’10)107

- 건강기능성 원료 지속개발 필요 : 신규원료 인정 (’08)17종 →(’11)13

 주요 연구성과

  흑찰거대배아미(밀양263호)의 알코올 섭취 경감효과 건기식 신청을 위한 시료 추출과 임상

시험용 제형 표준화(특허출원)

- 거대배아미 쌀겨를 이용한 가바 등 아미노산 최대추출법 : 초음파 72시간 추출

- 임상시험용 제형 표준화 : 복용량-가바 200mg/60kg, 과립형 

✽‘메디라이스’ 상표 출원을 통해 단어 사용의 독점권과 우선권 확보

 위염균(H.pylori)억제 유색미 유래 지표물질 및 메커니즘 구명

- 지표물질 및 메커니즘 : C3G 안토시아닌, 위염균생육에 필요한 urea 생성억제기작

 홍국쌀 대량생산을 위한 균주 선발

- 우수균주 4종 선발(KCCM60394 등)과 균주별 적정 발효조건 구명

 파급효과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쌀의 부가가치 증진 및 쌀소비 촉진

 알코올 섭취 경감 등 식이를 통한 안전한 효과법 제시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10% 경감, 약 2조원 효과

 유색미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로 신수요 창출

76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메디라이스 

The ‘Medirice’ for the prevention of lifestyle disease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한상익, 055-350-1217, han0si@korea.kr

흑찰거대배아미
(밀양263호)

메디라이스 품종 및
기능성 제품 개발

흑찰거대배아미
알코올 섭취 경감

 특수미 이용 위염균
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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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77 벼 부산물 활용 생분해성 농자재

 연구 배경

 저탄소 녹색기술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농자재 개발 요구 증가

- 폐비닐 발생량 : (’09)34만톤, 회수 19만톤(56%)

 주요 연구성과

 벼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필름의 품질 우수성 검정

- 농가 실증시험을 통한 작물(들깨, 수수, 고구마 등 5작목) 재배 안정성 확인

- 환경부 친환경 인정 생분해율 기준 충족 : 표준 셀롤로스 대비 75%

☞ 산업재산권 기술가치 평가 : ‘A’ 등급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2건 : 기술사용료 4,000천 원

 결과활용 : 녹색기술 실용화 제안(농진청 최우수, 행안부 장려상 수상)

 파급효과

 벼 부산물(왕겨, 쌀겨)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 왕겨 15만 원/톤 → 생분해성 비닐 300만 원/톤(20배증)

 토양 및 하천 오염 방지 등 농촌경관 개선, 농민 건강 및 환경 보존

 비닐멀칭 대체효과 : 약 800억 예상(전체시장 10% 대체시)

Bio-degradable materials from rice by-produc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한상익, 055-350-1217, han0si@korea.kr 

생분해성 비닐 생분해 포장 재배시험 3개월 후
생분해된 비닐

홍 보



103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미래대비 고부가가치 및 환경스트레스 내성 신형질 벼 개발 필요

- 세계 GM작물 재배면적 급증 : (’00)4.4천만ha → (’10)18(전체 경지면적의 10%)

- 생명공학적 기법으로 벼의 영양성분 강화 및 고부가 물질 대량생산 체계 미흡

☞ GM 품종 개발 목표 : 25개 품종(’20년 종자산업 육성대책, 농식품부)

 주요 연구성과

 병충해 저항성 증진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각종 분자마커 개발(특허출원)

- 끝동매미충,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분자마커 개발로 검정시간 단축 : 4주 → 1일

- 적색미 및 갈색미를 구분하는 DNA마커 개발 : 현미 색소발현 조기예측

 고유 유전자 개발, 신기능성 형질전환벼 개발 및 기능검정

- Droopy leaf 변이체 유전자 기능분석 : OsYABBY gene

- AtNDPK2 형질전환벼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증진 : 저온, 건조, 염해 등

- OsACP 유전자 형질전환벼 기능분석 : 토양중 불용화인산 가용화

- 형질전환벼 실용화를 위한 마커프리 체계 구축 : 제초제 저항성 등

 파급효과

 환경스트레스 증진 및 자원절감형 벼 개발로 미래 종자시장 선점

- 전세계 종자 교역량 중 GM작물 비중 : (’10)30% → (’15)50% 예상

 무기성분 증진 또는 가공적성이 개량된 고부가가치 종자시장 개척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 육성대책 정책지원

78 기능성 벼 육종 효율증진 및 신형질 벼 개발

Improvement of breeding efficiency and agronomic characters in functional rice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박동수, 055-350-1184, parkds@korea.kr 

저항성 분자마커 마카프리 형질전환
체계 구축

현미색소 분자마커

관행토양 유기인산토양

OsACP1 형질전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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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간식용 풋옥수수 ‘하얀찰95’, ‘고당옥’

 연구 배경

 안전한 자연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고조 및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

 식용옥수수를 이용한 작부체계가 다양화

 농업 노동력 감소에 따라 품종에 의한 수확시기 조절 필요

 주요 연구성과

 찰옥수수 신품종 ‘하얀찰95’육성

- 중생종으로 작부체계 활용에 용이하고 도복에 강하며 식미가 우수함

- 수량성 : 이삭수 6,217개/10a, 이삭 무게 914kg/10a

 단옥수수 신품종 ‘고당옥’육성

- 당도가 24.3°Bx 로 매우 달고 식미가 우수하며 도복에 강함

- 수량성 : 이삭수 5,840개/10a, 이삭 무게 1,028kg/10a

 파급효과

 연간 수입 단옥수수 종자 대체효과 : 116백만 원

※ 연간재배면적 580ha × ha당 파종량 10kg × 종자가격 20,000원 = 116백만 원

 찰옥수수의 작부체계 활용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 찰옥수수 작부체계 활용 시 ha당 추가되는 농가소득 : 736만 원

Snack corn hybrids with good eating quality, ‘Hayanchal95’ and ‘Godangok’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진석, 031-290-6759, z9813139@korea.kr

단옥수수 ‘고당옥’이삭과 식물체 찰옥수수 ‘하얀찰95’이삭과 식물체



105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잡곡의 건강기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정생산에 필요한 잡곡 품종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

 농가에서 재배되는 잡곡 품종은 대부분 재래종에 의존하고 있음

 주요 연구성과

 쓰러짐에 강하고 중만생종인 다수성 차조 ‘청실찰’개발

- 혼반용, 중남부지역에서 1, 2모작에 적응하는 청차조(224kg/10a)

 늦심기에 적응성이 높은 중생종 다수성 찰기장 ‘이백찰’개발

     - 혼반 및 주조용, 전국 1, 2모작지 적응 흰찰기장(229kg/10a)

 내도복 및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수성 팥 품종 개발

-‘아라리’: 앙금가공적성 우수, 직립형으로 전국재배가능(193kg/10a)

-‘검구슬’: 항산화성분 및 활성이 높음, 직립형(201kg/10a)

 파급효과

 재배특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잡곡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안정생산 및 신 수요 창출

- 잡곡 주산단지 우선 보급으로 밭작물 특성화 사업 정책지원 및 전통 식품산업 육성

80 기능성 잡곡 신품종 육성

Promotion of new variety of functional crop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오병근, 055-350-1261, oh3987@korea.kr

조 ‘청실찰’ 기장 ‘이백찰’ 팥 ‘아라리’ 팥 ‘검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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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재배 안정성이 높은 장류용 콩 ‘늘찬’

 연구 배경

 최근 높은 콩 가격 및 논 콩 재배 확대로 농업인들의 콩 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

 주요 보급 품종의 (대원콩, 태광콩) 수량감소가 심해 병해에 강한 장류콩 품종 보급이 시급함

  생육기간이 일반콩 보다 짧아서 동계 작물이나 타작물과 2모작 작부체계 적응하는 단기성 품종

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연구성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장류용 콩 ‘늘찬’개발

- 불마름병, SMV병에 강하고 도복과 탈립에도 강한 복합 재해 저항성

- 성숙기 10월 9일, 21.7g/100립, 수량 291kg/10a(대원 대비 6%증)

 작부체계 적응성이 뛰어난 단기성 콩 ‘참올’개발

- 성숙기 9월18일 : 새올콩 보다 6일 늦지만, 일반콩 보다 약 20일 조숙

- 수량이 262kg/10a로 새올콩 보다 28%많음

- 불마름병을 비롯한 잎 병해에 강해 성숙기 낙엽이 황금색임

 파급효과

 불마름병과 재해에 약한 기존 보급 장류콩 대체 

- 기본 보급종 10% 대체시 경제적 효과 : 180억 원 생산(115톤 공급시/년)

 다양한 동계작물등과 작부체계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 기여 

-‘밀·보리+콩’, ‘마늘^양파+콩’,‘봄감자+콩’, ‘담배+콩’

‘Neulchan’ soy paste soybean with high cultivation stabilit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명기, 053-663-1107, jeonmg@korea.kr

장류용 ‘늘찬’ 작부체계용 ‘참올’



107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이상기상 대응 병해 및 도복에 저항성이 강한 참깨 품종 개발 필요

- 역병 및 시들음병에 의한 참깨 수량성 감소율 : 60∼70%

- 도복에 의한 참깨 수량성 감소율 : 31∼45%

 주요 연구성과

 병해(역병, 시들음병) 및 재해(도복) 저항성이 강함

- 발병(도복)율 감소(표준품종 대비) : 역병 56%, 시들음병 69%, 도복 29% 

 수량성이 많으면서 광지역 적응성 품종

- 다수성(106㎏/10a, 표준품종 대비) : 생산력 검정 36%, 지역적응 8%

 양질지방산 함량이 많아 품질이 우수한 조미, 착유용 품종

- 기름함량 48.4%, 리놀레산 함량 46.3%

 파급효과

 재배 안정성이 개선되고 다수성 품종 농가 보급시 소득창출(2,783억 원)

- 조수익(2010년) : 약 2,675억 원 추정

✽농가평균수량(47㎏/10a) x 재배면적(27.1천ha) x 평균가격(21,000원/㎏) 

- 신품종 보급효과(2011년) : 약 5,458억 원 가능

✽신품종수량(106㎏/10a) x 재배면적(27.1천ha, 2010년) x 평균가격(19,000원/㎏) 

82 복합 내재해 저항성 착유용 흰깨 ‘장백’

White sesame variety ‘Jangbaek' with multi-disaster resistance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심강보, 055-350-1222, shimkb@korea.kr

개화기 성숙기 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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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속잎 신장이 빠른 다수성 잎들깨 ‘새남천’ 

 연구 배경

 시설하우스 잎들깨는 향긋한 기능성 신선채소로 소비가 많고 농가소득 1위 작물임

- 잎  : ω-3 지방산 58%, 비타민 C 126 mg/100g, 베타카로틴 4150㎍/100g 

 잎들깨 소비자 기호와 생산자 재배 요구에 부응하는 품종개발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줄기길이 짧아(105cm) 하계까지 연장재배 하여도 수확작업이 편함

 적정크기의 잎모양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상품성이 좋음

- 잎모양 : 둥근 심장형, 최대엽장 : 15.7cm

 잎 수확시 속잎신장 비율(60.3 %)이 높아 줄기손상 없이 채엽 작업이 용이

계 통 명
(품종명)

노지 성숙기
(월.일)

줄기길이
(cm)

마디수
(개/주)

최대 엽장
(cm)

엽장
(cm)

엽폭
(cm)

상품잎당
속잎비율 (%)

잎수량
(천매/10a)

새 남 천 10.30 105 18 15.7 11.9 9.5 60.3 3948

잎들깨1호 10.29 124 18 17.6 12.8 10.4 48.9 4016

 파급효과

 소비자 기호와 농업인 재배요구에 부응하는 품종개발로 농가소득향상과 재배 안정성이 기대됨

Perilla ‘Saenamcheon’ with fast leaf development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명희, 055-350-1212, emhee@korea.kr

새남천 잎들깨 1호

새남천 속잎비율



109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건강 기능성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용도별 땅콩 품종개발 필요

- 심혈관질환과 생활습관병 예방 : 올레산 평균 48%, 불포화지방산 80%이상      

- 작부체계(동작물-땅콩)에 유리하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개발이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키가 작고 초기 개화수가 많으며 열매가 충실히 맺히는 ‘상안’땅콩

- 가지가 적고(10개/주) 직립인 초형으로 쓰러짐이 적어 수확작업이 쉬움

- 알이 굵으며(백립중 96g) 껍질이 얇아 탈각이 용이함

- 전국 평야지에 재배가 가능한 다수확 품종임(알수량 487kg/10a)

 작부체계와 조기수확에 유리하여 소득이 높은 풋땅콩 ‘자선’

- 조숙 대립종이며 상품성이 있는 꼬투리 비율이 높은 다수성 품종임

✽꼬투리 수량 : 1021kg/10a

- 수확기 까지 쓰러짐이 없고 내병성이 강하여 재배안전성이 양호함

 파급효과

 재배안정성과 수량성이 높아 소득향상과 국산땅콩의 경쟁력이 기대됨

84 최고 수량에 맛까지 좋은 땅콩 ‘상안’, ‘자선’ 

New high yield and quality peanut varieties ‘Sangan’ and ‘Jaeseo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배석복, 055-350-1215, paesb@korea.kr

상안땅콩 종실특성 자선땅콩 지상부 (오른쪽)

대광땅콩 상안땅콩

대광땅콩 상안땅콩 자선땅콩 팔광땅콩

상안땅콩 협모양 자선땅콩 포장 내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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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나물콩 품질관리 및 고품질 콩나물 생산 기술 

 연구 배경

 발아력 유지가 필수인 나물용 콩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품질이 좌우됨

 업체에서 소립종을 선호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콩나물의 수요는 다양함 

 보급중인 품종들에 대해 콩나물 재배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 

 주요 연구성과

 나물용 콩의 발아력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 시기 : 5월 하순이 적기

- 상온보관 종자의 발아세 : 93.1%(5월) → 86.9(6월) → 79.5(7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콩나물 몸통길이 설정(적정 수확시기) : 7.5∼8.0cm

 고품질 나물용 풍원콩 종자생산 및 조기보급 건의

- 기존 풍산나물콩 대체 풍원콩 선발 : 발아세와 수율 등 가공적성 매우 양호 

- 풍원콩 원원종 및 원종 생산(전남도원, 제주도원), 보급종(제주도원) 

 파급효과

 수요자의 맞춤형 나물용 원료콩 품종 및 콩나물 유통 활성화 

 국산 나물용 원료콩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 제공 및 콩나물 품질 고급화

 고품질 국산 콩나물의 연중 공급 및 나물콩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Advanced techniques to produce high quality soy sprou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고종민, 053-663-1105, kojmin@korea.kr

저장기간별 발아세 감소 소비자 선호 콩나물 몸통길이 풍원콩 콩나물 수율(’09∼’11)



111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경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틈새기술 개발 필요

- (기존) 5대 작목 2기작 재배법 확립 : 감자, 벼, 찰옥수수 ⇒ 성과도출

- (최근) 참깨 2기작 재배기술 : 조생종 + 이식기술 + 수량증대 ⇒ 소득창출

 주요 연구성과

 기존 표준재배법과 차별성 있는 재배법 적용 필요

- 적응품종 : 생육기간 짧음(중생종, 110일 → 조생종, 90일)

- 재배방법 : 재식거리/열수(30㎝ x 10㎝, 2열 → 50㎝ 간격, 1열)

 참깨 육묘, 이식기술 적용으로 생육기간 단축 효과

- 적정 육묘기간 및 묘 소질 : 실내육묘(21일), 본엽 2매 나올때

 경지 이용도 제고 및 수량성 증대효과 기대 

- 일반작형(단작, 81㎏/10a) 대비 51㎏ 증수 : 약 63% 증수효과

 파급효과

 기존 재배작형 대비 2기작 재배로 인한 수량성 증가로 신소득 창출

- 일반작형 대비 2기작 재배 시 약 78% 순수익 증가효과 

✽일반작형(1,132천 원/10a) : 조수입(1,539천 원/10a) x 경영비(407천 원/10a) 

✽2기작형(2,015천 원/10a) : 조수입(2,058천 원/10a) x 경영비(493천 원/10a)

86 기후 온난화 대응 ‘참깨 2기작’ 재배

Double cropping system of sesame to cope with global warming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심강보, 055-350-1222, shimkb@korea.kr

1작 생육특성(4∼7월)  경제성 분석 2작 생육특성(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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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콩을 이용한 다이어트 기능성 CLA
1)

 생산

 연구 배경

 공액리놀레산(CLA)는 체지방 감소, 항암성, 면역증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 다이어트 시장에서 주목 받는 기능성 물질임 : 500억 시장

  시중의 CLA의 대부분은 화학적 합성공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트랜스지방산 함유 등

문제점을 갖고 있음

 콩은 20%정도의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CLA를 생산할 수 있음

 주요 연구성과

 콩에 진균류 및 곰팡이를 처리한 후 고체발효 시켜 CLA 생산 

- CLA 생산을 위한 진균류 및 곰팡이 종균 배양 조건 확립

 콩에 젖산균을 처리한 후 액체발효 시켜 CLA 생산

- CLA 생산을 위한 젖산균 배양 조건 확립

 파급효과

 국산콩 이용 기능성 콩식품 개발에 따른 콩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수요 창출

- 국내 다이어트 시장규모 : 2조 8천억 원 

 콩을 이용한 CLA 생산 방법에 대한 원천특허기술 확보

Novel CLA production method using soybean for functional foo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병원, 053-660-1109, bwlee@korea.kr

곰팡이로 고체발효한 대원콩의 
지방산 GC 크로마토그램

젖산균으로 액체발효한 대원콩의 
지방산 GC 크로마토그램

 1)   CLA : Conjugated Linoleic Acid, 공액리놀레산



113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겨울시설재배 감자는 3∼5월 단경기에 출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

- 재배면적 : 약 1,500ha(밀양 420ha, 김제 380ha, 남원 150ha 등)

- 소득 : 1,200원/kg          ✽봄 감자(520-800원/kg)

 최근 육성한 신품종은 겨울시설재배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음

- 생산성과 품질 정보 부족, 씨감자 구입 곤란, 시장성 미확보 등

 주요 연구성과

 신품종 감자의 겨울시설재배 적응성을 주산지에서 평가

- 현장평가 2회 실시 : 밀양(2010년 5월 7일), 김제(2011년 5월 17일)

 남부지방 겨울시설재배에 유망한 ‘서홍’과 ‘하령’선발(영농활용)

- 고랭지 여름재배에서 9월에 채종한 씨감자를 겨울시설재배에 이용

- 상품수량이 수미 품종보다 12%(하령)∼42%(서홍) 증가

 파급효과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감자 신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

 겨울시설재배에서 신품종 이용 시 경제적 효과 : 약 34-121만 원/10a

88 겨울 시설재배에 적합한 감자 품종 ‘서홍’, ‘하령’

Potato varieties ‘Seohong’ and ‘Haryeong’ for winter cropping in plastic house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장동칠, 033-330-1622, dcchang@korea.kr

‘서홍’ ‘하령’ 지역별 유망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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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간편 씨감자 콘테이너 일관 생산시스템 

 연구 배경

 농업분야 해외 기술 원조 증가 및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요청 쇄도

  씨감자 생산시설(양액온실) 해외 설치시 고(高) 비용(약 200만불) 및 장기간(약 10개월)이 소요되

어 저개발국 전용 ‘간편한 씨감자 생산 시스템’필요

 주요 연구성과

 ‘초간편 씨감자 콘테이너 일관 생산시스템’개발

- 씨감자 생산시설 및 시스템의 저비용 초간편 콤팩트화

✽제작비용 절감 : 약 10만불, 기존 시설대비 1/20 수준

✽제작기간 단축 : 약 1∼2개월, 기존 시설대비 1/5 수준

- 이동 및 운용이 간편하여 해외 수출도 용이한 제품화 형태

 성과활용 및 실용화 : 국내외 특허출원 완료

 파급효과

 저개발국 씨감자 생산기술 원조 및 플랜트 수출 강화로 국격 제고  

Simple production system for producing seed potato in container boxe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조일찬, 033-330-1610, chanicho@korea.kr

· 제1형 : 조직배양 콘테이너

· 제2형 : 수경재배 콘테이너



115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최근 논에서 제초제 저항성 피가 전남·북, 충남일원에서부터 확산하고 있음

  우리나라 논에서 ALS 및 ACCase 저해 혼합제초제들이 매우 선호되어 제초제 저항성 피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추정됨

 주요 연구성과

 논에서 제초제 저항성 피 엽기별 방제약제 선발

-1엽기 : 옥사디아길, 옥사디아존, 프레틸라크로르, 부타크로르, 치오벤카브, 피라졸레이트      

- 2엽기 : 메페나, 펜트라자마이드

 제초제 저항성 피 다발생 기계이앙논에서 약제 처리체계 확립 : 2회

- 이앙전 3일 : 치오벤카브+벤조비싸이크론 유현탁제

- 이앙후 10일 : 메페나+브로모브타이드+이마조설프론 액상수화제 또는

                펜트라자마이드+벤조비싸이크론+벤설푸론 액상수화제

 파급효과

 피 발생에 따른 수량 감소 방지 효과 : 16주/㎡ 발생시 27% 쌀 수량 감소

 후기 경엽처리 제초제 추가살포 절감 효과 : 100천 원/ha

90 기계이앙 논에서 제초제 저항성 잡초 관리기술

Management of herbicide-resistant weeds in mechanically transplanted paddy field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박태선, 031-290-6776, jlpark@korea.kr

체계처리 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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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간척지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한 내염성 녹비작물 활용

 연구 배경

 간척지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 유기물 증진기술 필요 : 1 g/kg 내외 → 10g/kg 이상

 간척지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내염성을 갖춘 녹비작물 선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간척지 조기 숙전화 1 ) 를 위한 녹비작물 재배기술 개발

- 내염성 자원 선발 : 맥류, 세스바니아, 수수×수단그라스 등 9종 선발

- 간척지 녹비작물 생산량에 의한 화학질소비료 대체 효과 : 10∼28kg/10a

☞ 녹비작물 토양환원(5년)에 의한 토양유기물 증가  : 0.13 → 0.66%

 간척지 조기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활용 지침서 발간 (2011)

- 국내외 녹비작물 자원, 효과 및 재배법 소개 : 세스바니아 등 40종

 파급효과

 신간척지 조기 숙전화로 작물 생산기반기술 조기 확립

 간척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작물생산 기술개발 

→ 간척지 조기 숙전화로 간척농지에 밭작물 도입가능

Utilization of salt-tolerant green manure  crops to enhance soil fertility of reclaimed 
saline land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강종국, 063-840-2262, kahng@korea.kr

신간척지 전경 세스바니아 재배 전경 간척지 녹비작물 책자

 1)   숙전화 : 새로 간척하거나 개간하여 만든 토지가 오래동안 농지로 이용되면서 제염이나 토층분화가 되어 
일반 농지와 같이 되는 현상



117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정부 주도 간척지는 55.7천ha이며, 농업목적으로 31천ha 이용계획

  신규 간척지 관리방식이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간척농지 관리 및 활용 

대책 수립을 위한 토양 특성 변동 조사 필요

- 간척지 작물 도입을 위한 토양 염농도 변화 분석 필요

 주요 연구성과

 간척지에서 식생군락별로 토양 염농도와 위성영상 촬영값(DN) 분석

- 비염생식물 군락지 토양 염농도 : 0.1% 이하 

- 식생군락지별 식생지수(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비교 

✽비염생식물 군락 0.18 > 염생식물 군락 0.15 > 나대지 0.1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새만금 간척지 계화지구 토양 염농도 지도 작성

- 토양 염농도 0.1% 이하 지역 면적 추정 : 약 120 ha (총면적 3,730 ha)

 파급효과

 간척지 토양 염농도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신규조성 대규모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성 증대

토양 염농도 비교 식생지수 비교 간척지 토양 염농도 지도, 0.1%이하

92 위성영상을 활용한 간척지 토양 염농도 지도 작성

Soil salinity mapping in reclaimed lands using satellite imager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경도, 063-840-2280, kdle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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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간척지 제염 정도별 밭작물 도입 기술 

 연구 배경

 신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시 벼를 제외한 소득 작물재배를 검토 (농림수산식품부)  

 옥수수는 염류토양 적응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간척지 도입 유망 작물임

 주요 연구성과

 밭작물 중 옥수수의 염류 토양적응성 정도

0.1%이내  0.2%이내  0.3%이내  0.4%이내

콩, 팥, 녹두, 강낭콩, 참깨, 율무, 조  땅콩, 수수, 옥수수 기장 -

 간척지토양의 염농도에 다른 옥수수품종별 수량성

토양염농도 (%)
염농도별 수량성 (%) 

일미찰 찰흑4호 흑진주찰 얼룩찰1호 평 균

0.1 89.5 97.3 70.3 98.5 88.9

0.2 51.4 76.7 45.7 57.8 57.9

0.3 27.6 24.5 34.8 37.7 31.2

 파급효과

 토양 염농도별 적응성 검정에 따른 작물 안정재배 확립

- 간척지 토양의 제염정도에 따른 단계별 작물도입 기준 제시

⇒ 염해 피해예방, 재배 작물의 수량예측 

 식용옥수수의 간척지 재배 가능성 확인

⇒ 간척지 맞춤형 재배기술 연구를 통한 소득작물화  

Introducing upland crops in saline soils in reclaimed land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 선, 063-840-2232, sunkim@korea.kr



119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 배경

 잡곡 재배면적·생산량 지속적인 감소

- 조(’60, 14만ha→’07, 1.2천ha), 수수(’64, 16천ha→’07, 1.5천ha)

 조, 수수, 기장 등 잡곡류에 대한 표준재배법 미설정

 잡곡주산지 특산화 단지조성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 단계 

- 단지조성 : (’08)10개소 855ha⇒(’09)16개소 1,144 ⇒(’10)22개소 4,178

 주요 연구성과

 서속류 잡곡(조, 수수, 기장)의 재배방법별 재식거리 설정

- 고휴 멀칭재배 : 수수 60×20cm, 기장 60×15cm, 조 60×20cm

- 광휴 멀칭재배 : 기장 180(20×20cm), 조 180(15×15cm)

 우량종자 선별파종 효과 및 염수선 비중 설정

- 수수 종자 크기 > 3.15mm 선별파종 시 비선별 대비 생산량 25%증가

- 염수선 비중 : 수수 1.035, 기장 1.025, 조 1.030

 질소 표준 시비량 및 분시방법 설정

- 조·기장 9kg 수수 10/10a, 전량기비 시용

 파급효과

 웰빙 기능성 잡곡의 생산기술 개발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유공멀칭재배 표준재배법 확립 생산성 향상 : 272,944원/10a

 수수 우량종자 선별파종 효과 : 360,000원/10a의 소득증가

94 서속류 잡곡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재배법 

Standard cultivation techniques to increase yield of cereal crop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정기열, 055-350-1263, jungky@korea.kr

재식거리 설정(수수) 재식거리 설정(조) 우량종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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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야콘재배 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 배경

 신소득 작목으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야콘 연구 필요성 대두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및 품질 특성에 대한 농가현장 요구도 증가

 야콘의 생장특성, 저장기술에 대한 기술 구명 시급

 주요 연구성과

 논문발표 : 야콘 수집계통별 아미노산 함량 비교분석 (자원식물학회) 

 결과활용 : 야콘 직파 재배시 적정 관아 크기 (영농활용)

 책자발간 : 땅속의 과일 야콘 이야기 (효능, 재배, 요리)  

 전문지투고 : 올리고당의 왕 야콘 (식품외식경제 기고문)

 영농교육 : 우리나라 야콘의 현황 및 재배기술 (울진군농업기술센터)

 한국야콘연구회 초청강연 : 야콘의 수확 후 품질변화 (옥천군청)

 강소농 육성 : 야콘 재배기술 및 저장기술 기술지원 (강릉야콘연구회)

 홍보 : 안데스 신작물 소개 (라디오 BBS 불교방송)

 민원처리 : 야콘 재배법 등 (전화, 메일, 방문)    

 파급효과

 새로운 도입 작물인 ‘야콘’의 재배기술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유기재배법을 이용한 고품질의 야콘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에 유리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체험농업의 소재작물로 이용 확대

On-site technical support for ‘Yaco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수정, 033-330-1820, sjkim@korea.kr

논문발표(포스터) 영농교육과 초청강연 강소농 육성지원야콘저서(야콘이야기)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Agend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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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조도센서를 이용한 시설내 보광 제어장치

 연구 배경

  기후변화로 구름, 강우, 황사 등 발생시, 시설재배지내 일조부족 현상이 심화돼 농작물 생육

저해 및 농가소득 감소

 주요 연구성과

  조도센서를 이용한 시설 내 일족부족 감응형 보광 제어장치 개발

- 보광 제어장치 구동에 의한 낮시간 보광으로 작물생육 촉진

  성과활용 및 실용화

- 특허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

 파급효과

  장치이용 수시 광조사로 시설재배 절화장미의 작물생장 및 상품성 향상

- 생체무게 40%, 꽃수 20% 증가 

  사계절 일조부족 경감으로 시설재배지내 작물의 생산성 향상기술 제공

Development of supplementary control system using illuminance sensor in greenhous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허정욱, 031-294-0855, wooncho@korea.kr

조도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보광제어장치

낮시간 장치 구동 낮시간 보광시, 생체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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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곤달비는 흰가루병에 약하고 연작장해로 고사주 발생 심함 

  곤달비는 여름철 조기 추대와 하고현상으로 생산 곤란

  흰가루병 저항성이면서 연작장해에 강한 다수성 곰취 품종 개발 시급

  

 주요 연구성과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 개발 : 쌈마니, 다목이, 곰마니

- 수량성 : 곤달비 대비 125%(쌈마니), 96%(다목이), 131%(곰마니) 증수

 파급효과  

  곰취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및 농가 조기 보급예정(곤달비 대체면적 : 55ha) 

  내병 다수성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12 ~ 131% 증수)  

흰가루병에 강한 다수성 쌈용 곰취

Ligularia ssp. varieties with high yield and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disease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서종택, 033-330-1931, jtsuh122@korea.kr

쌈용 쌈용, 데침용, 묵나물용 쌈용, 데침용, 묵나물용

쌈마니 다목이 곰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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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관상 및 식용 사계성딸기‘관하’

 연구 배경

  수출 및 내수용 여름딸기 전량 외국품종으로 로열티 부담 과다

  여름딸기 수출량 급증 : (’03)10 → (’08) 150 → (’12) 300톤

  현재 여름딸기 재배품종의 경우, 외국품종 수입업자의 전용실시권 독점으로 재배면적 확대 곤란

- 국내 최초 여름딸기 육성품종, ‘고하’보급(고농연) : (’11) 4ha

 주요 연구성과

  우리나라 최초 관상 및 식용 겸용 사계성딸기 ‘관하’품종 육성  

- 고온장일하에서 화아분화되어 개화하는 분홍색 꽃의 품종 육성

- 먹는 산업에서 먹고, 보고, 체험하는 새로운 딸기산업 창출 

 파급효과

  식용 뿐만 아니라 경관용으로 도심의 화단이나 베란다 재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도심의 

딸기재배면적 확산 효과 기대  

  이상기상 조건에서도 고품질 신선 여름딸기 안정 생산

- 생산 증가 : (’10) 0.8/1.2 → (’11) 1.5ha/3.3톤 생산(275%↑)

- 소득 증가 : 고랭지채소 (3,000/10a) → 딸기 (20,000천 원/10a)

Ornamental and edible ever-bearing strawberry ‘Gwanha’

관하 품종의 분홍색 꽃과 과실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종남, 033-330-1651, jnlee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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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국내 양파 재배품종의 대부분이 수입품종으로 생산비 증가요인이 됨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 품종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주요 연구성과

  극조생 교배종 신품종 ‘경보황’

- 남부 해안지역에 적합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구 모양이 좋고 노균병에 강함 

- 수량성은 4,432kg/10a으로 비교품종(마루시노310)과 비슷함

  저장성이 우수한 교배종 신품종 ‘영미황’

- 중만생종 품종으로 양파 주산단지에 두루 재배가 가능한 품종

- 내한성이 강하고 저장성이 높으며 모양이 균일하여 상품성이 우수함

 파급효과

  국내산 양파 종자의 경쟁력 확보 및 수입대체 효과

  양파 종자의 수입대체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

- 5% 인하 시(5년 평균 인하율 추정) : 극조생종 65천 원, 중만생종 50천 원/kg  

※ 극조생종 수입품종 평균가 1,300천 원/1kg, 중만생종 수입품종 평균가 1,000천 원/1kg(’11)

양파 교배종 신품종 ‘경보황’, ‘영미황’ 

New F1 onion cultivars ‘Kyeongbohwang’ and ‘Yeongmihwang’ 

영미황 선파워(비교품종) 영미황 선파워(비교품종)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을태, 061-450-0192, manya@korea.kr

경보황 마루시노310(비교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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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간척지 온실 이용 친환경 파프리카 생산 모델

 연구 배경

  간척지를 활용한 작물생산기술 개발 필요

  간척지를 활용한 대단위 유리온실단지 조성 수출산업화 추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기반 원예단지 조성(새만금 2,355ha)

 주요 연구성과

  한국기후에 적합한 파프리카 수경재배기술 개발

-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의 정립 : 폐양액재사용, 바이오필터방식 소독(특허출원 10-2011-0042979)

-  한국기후에 적합한 양액관리 기준 설정 : 안정성이 확보된 양액의 새로운 조성 및 관리매뉴얼 개발

  파프리카 안정수출을 위한 온실종합관리 모델 개발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적 이용 무농약재배 모델

- 지열히트펌프 등 첨단시설 이용 정밀환경제어 모델

- 여름철 착과안정을 위한 1주지(원가지) 재배기술 효과 검증

 파급효과

  한국형 수경재배기술 농가보급으로 국외 기술사용료 부담 경감 : 연간 30억 수준

  파프리카 대규모 무농약 생산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 약 30% 가격상승 효과

  한국형 순환식수경재배 시스템, 비료, 관리기술 등 기술이전 : 연간 10억 원 수입대체

Environment-friendly paprika production model using advanced glasshouse in the reclaimed land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엄영철, 031-240-3657, ycum0403@korea.kr

현장 평가회 사례 

- 일시 및 장소 : 2011.7.26. 14:00~16:00, 계화도 첨단유리온실 현장

- 평가내용 : 간척지에서의 수출작물 재배가능성, 첨단시설의 활용성 등 

- 홍보내용 : “첨단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무농약재배 성공”

•TV 방송 : KBS전주, JTV, MBC전주, YTN 취재(KBS 전주 21시 뉴스방영)  

•전문지 : 월간원예, 농촌여성신문, 메디컬투데이 등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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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12)으로 종자산업의 무한경쟁 시작

-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 : 채소 (’08) 10% → (’12) 30 → (’17) 50 

  우수 채소 중심 규격화, 균일화 등 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이 필요 

- 고품질 채소 품종 육성·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주요 연구성과

  채소 복합내병성 중간모본 및 수출 증대기술 품종개발

- 뿌리혹병 평창균주에 저항성이며 속잎이 노란 배추 계통 육성(원예 20042)

- 채종 효율이 높으며 지역 특화 가능 무 계통 육성(원예10045~ 48)

- 고추 유전자원 수집, 꽃꽂이 적합한 관상용 고추개발(‘하누리’, ‘톡톡’)

- 풋마름병저항성 토마토, 탄저병과 덩굴마름병 복합저항성 수박, 멜론 품종 육성

  ※‘비스토롱’ 등 토마토 2품종 ‘코디원’ 등 수박 3품종, 흰가루병저항성 멜론 ‘원예2602’ 

- 새로운 type인 버터헤드형 상추 2품종(‘써니레드버터’, ‘선레드버터’)

 파급효과

  탄저병,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 등에 강한 저항성 품종 통상실시

- 연간 병해에 의한 생산액 감소 : 1,500~2,000억원 → 500

  고색소, 기능성, 관상용, 수출용 용도별 품종 개발

- 개발된 수출용 품종의 해외시장 진입으로 종자 수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

다양한 기능성 채소 품종 육성

Breeding vegetable varieties with various function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수형, 031-240-3641, psh@korea.kr

뿌리혹병저항성 풋마름병, 시듦병, 
Tm2a, N, F3, Asc1, 

Ty3

미숙과색이 자색이
며 착과방향이 상향

탄저병 덩굴마름병 
저항성, 중소과종 
황색과육 고품질

만추대,
적색 버터헤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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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파프리카의 주요 품질 관련 성분 신속분석법 

 연구 배경

  고품질 파프리카 품종개발을 통한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 필요

- 품종육성 초기단계부터 주요 성분분석을 통한 우량계통 선발이 요구

  고품질 품종육성을 위한 신속하고 간편한 분석법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HPT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fraphy)를 이용한 주요 성분별 최적 분석조건 확립 

- 색소 8종, 매운 성분, 당 성분 3종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fraphy)분석법 대비 비용절감 및 시료점당 분석시간 단축

-  분석시간(분/점) : 색소 40 → 2(20배↓), 매운성분 20 → 2(10배↓), 당 : 20 → 4.5(4.7배↓)

  개발 분석기술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이전 및 품종개발시 활용

- 성분 분석법 기술이전 설명회(2회) : 농우 바이오 등 16업체 및 기관

- 상업용 품종개발 활용(11/7) :‘거창한’ 등 3품종(사카타 코리아)

 파급효과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수입대체 유도효과

- 품종육성 비용절감 수준 : 분석비용 90% 절감(현재 10,000원 → 1,000원/점) 

  파프리카 고품질 품종 개발로 경쟁력 확보 및 종자의 수출 확대 

- 농가소득 증대 및 파프리카 수출액 증대

Rapid analytical method to determine quality constituents in paprika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031-240-3639, wmlee65@korea.kr

색소성분 분석법 개발 매운성분(상) 및 당성분
(하) 분석법 개발

분석 기술이전 설명회 종자회사 품종 출원시 
기술 활용(사카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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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실의 신품종 육성 보급 필요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과종 및 품종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 충족을 위한 핵과류 신품종 육성 및 기술 개발

- 비온후 당도저하가 적은 반용질성 복숭아 ‘원교다-28호’품종육성

- 대과성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룬 천도 ‘하홍’, 조생종 자두 ‘하니레드’품종등록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플럼코트 ‘하모니’ 등 기술이전 (통상실시)

- 자두 X 살구 간 종간교잡종 플럼코트 ‘하모니’, ‘티파니’ 및 살구 ‘초하’

  재배가 용이한 중만생종 고품질 포도 ‘새마루’ 육성

- 껍질이 두꺼워 강우에 의한 열과에 강하고 결실력이 우수

 파급효과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및 우수 작목반 육성을 통한 농가보급 촉진

- 복숭아 국산품종 재배면적 비율 확대 : (’10) 20% → (’15) 25

- 플럼코트 재배를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 (’10) 0ha → (’15) 100

- 포도 국산품종 재배면적 확대 : (’10) 100ha → (’15) 500

고품질 핵과류 및 포도 신품종 

Breeding new high-quality varieties of stone fruits and grape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은영, 031-240-3683, eynam@korea.kr

품종육성 ‘원교다28호’  품종등록 ‘하홍’  품종출원 ‘티파니’  신품종 ‘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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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포도 품종 판별용 SCAR마커 

 연구 배경

  품종혼입 예방을 위한 판별용 DNA마커 개발 필요

-  과수 국내육성 품종들은 내수용과 해외수출용 모두 묘목상태로 공급되고 있어 형태적으로 품

종판별이 불가능함 

- 종묘 구매자의 60.4%가 1회 이상 품종혼입 피해(’08 한국종자연구회지)

    

 주요 연구성과

  포도 품종을 특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DNA마커(SCAR마커) 기술 개발 (특허출원)

- 총 17종의 SCAR마커 개발, ‘청수’ 등 26품종 판별 가능

- 7종의 SCAR마커 조합 이용 시 증폭단편 수와 크기가 달라 12종의 국내육성 품종판별 가능  

 

 파급효과

  포도 묘목 유통 과정 중 품종 혼입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품종 판별

  특이적인 마커 이용으로 품종혼입 분쟁 발생 예방 : 50% 이상 감소

  포도 품종의 보호권 강화 및 우리품종의 해외유출 대응기술 확보 

SCAR markers for discrimination of grapevine cultivar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강희, 031-240-3676, khc7027@korea.k

G427_348 SCAR마커를 이용한 포도 품종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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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나리절화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외산구근 수입 매년 증가

- 절화수출액/외산구근비율 : (’05) 10,484천$/31% → (’10) 27,845/50

  수출 및 내수용 종묘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육성 필요

- 나리, 프리지아, 글라디올러스, 선인장, 거베라, 포인세티아 등

 주요 연구성과

  품종 육성 : 24품종

- 나리 4, 글라디올러스 2, 프리지아 4, 칼라 1, 선인장 5, 거베라 3, 포인세티아 5

  국산품종 시범재배 및 배양묘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 배양묘 생산 농산업체 지원 : 프리지아 1

- 국산품종 시범농가 : 나리 2, 프리지아 2, 글라디올러스 6, 칼라 6

 파급효과 

  구근류 육성품종 보급 확대

- 나리 : (’10) 0.3% → (’11) 1.2 →  (’12) 2

- 프리지아 : (’10) 18.2% → (’11) 32.7 → (’12) 35

- 글라디올러스 : (’10) 32% → (’11) 16.4 → (’12) 25

  선인장, 거베라, 포인세티아 품종 보급

- 선인장 : (’10) 100% → (’11) 100 → (’12) 100

- 거베라 : (’10) 10% → (’11) 12 → (’12) 14

- 포인세티아 : (’10) 7% → (’11) 12  → (’12) 14

FTA 대응 고품질 화훼 신품종

Breeding new high-quality flower varieties competitive in free trade market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향영, 031-290-6135, hyang777@korea.kr

나리 ‘오렌지벨트’ 프리지아 ‘타이니골드’ 선인장 ‘진황’ 포인세티아 ‘하이디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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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파프리카 수경재배 배지 자동급액 및 배지 재사용 효과

 연구 배경

  국내 수경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 수경재배면적 : (’04) 847 → (’08) 1,107 → (’09) 1,252ha

  환경보전 관련 규제 강화로 폐양액 또는 폐배지 처리대책 마련 시급

  암면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배지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코이어(코코피트) 배지의 생육단계별 배지함수량에 따른 관수개시점 설정

- 관수개시점 : 정식~ 1그룹 55%, 1그룹~ 3그룹 65%, 제4그룹 이후 60%

- 상품수량 27~ 34% 증가, 꼭지무름증 등 생리장해과의 발생이 적음

  코이어 배지의 재사용에 의한 소득증가와 환경오염 감소

-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과 50℃ 이상의 열수로 코이어 배지를 소독하여 재사용

- 재사용배지(1년)가 신규배지 보다 수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소득은 8% 증가

 파급효과

  유기배지 이용 수경재배기술 개발로 환경부하 경감

- 친환경 코이어 배지 보급율 : 20 → 30% 증가

- 암면재배 대비 비료사용량 감소 : 15~ 20% 감소 

  정밀 양수분 관리기술 개발로 물과 비료 사용량 절감 : 10~ 20% 

Effects of automatic nutrient supply system and reusing coir medium in paprika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한철, 051-602-2130, rheehc@korea.kr

배지수분함량 이용 자동급액 생육단계별 배지 수분함량 코이어 배지 재사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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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전용 품종이 없이 실생을 ‘꽃사과’로 통칭되어 다수 판매되고 있음 

  꽃과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은 관상용 꽃사과 품종의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황색의 열매가 아름다운 ‘골든벨’

- 수세는 중정도이며 열매가 많이 달려도 이듬해 해거리 현상이 없음

- 꽃색은 연분홍이며 꽃 형태는 홑꽃이고 개화 기간은 약 10일 정도임

- 과일 크기는 9g 정도이며 과형이 원형임. 과피는 매끈하고 황색임

- 관상가능 기간은 60일 정도로 매우 길며, 9월 중순에 착색되어 11월 중순까지 임

  겹꽃의 풍성한 꽃사과 ‘로즈벨’

- 꽃색이 진분홍이며 겹꽃이며 꽃이 매우 큼

- 풍선상기 꽃봉오리 상태부터 낙화 시 까지 관상 가치가 높음

  재배상 유의점

- 학교나 집안 정원 등 좁은 장소에 재식시에는 왜성대목에 접목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함

 파급효과

  관상전용 꽃사과 품종 개발로 인한 조경용 꽃사과의 수요 증대

조경용 꽃사과 ‘골든벨’, ‘로즈벨’

Crab apple ‘Goldenbell’ and ‘Rosebell’ for ornamental culture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순일, 054-380-3135, topapple@rda.go.kr



13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08 껍질째 먹는 건강 기능성 녹색배 ‘골드스킨’

 연구 배경

  수입 고당도 열대과일 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능성 품종 육성 필요

  내수 및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배 산업 활성화 도모 

-  간편식을 즐기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껍질째로 먹는 서구인의 식습관 등에 알맞은 품종을 육

성하여 배의 새로운 수요 창출

 주요 연구성과

  껍질이 쉽게 부서지고 나쁜 냄새가 없어 껍질째 먹기 쉬운 조생종 녹색 품종 ‘골드스킨’육성

  주요 특성(1994년 황금배 X 조생적 교배, 2011년 선발, 2012 품종보호 출원)

-  나주에서 9월 8일 전후에 수확되며, 크기는 320g, 당도는 15.2°Bx, 유연다즙하며, 단맛과 

신맛이 조화되어 식미가 우수함

- 단과지 형성 및 유지성이 좋아 재배관리가 용이함  

 파급효과

  껍질째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 어린이나 서구인 등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이 가능함

  재배품종 다양화를 통한 홍수출하 및 과잉생산 방지, 수출 증대

- 신품종 재배면적 증대 : (’10) 15% → (’20) 30%

New pear cultivar ‘Goldskin’ edible without peeling ski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061-330-1540, npssk014@korea.kr

‘골드스킨’ 수확기 과실 배 품종별 과피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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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배 신품종 추황배, 황금배 및 신고 등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수출량 : (’00) 8.7 → (’03) 16.2 → (’10) 23.0 → (’11) 18.0천톤  

- 수출액 : (’00) 17.1 → (’03) 30.1 → (’10) 54.1 → (’11) 47.3백만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국 소비수요에 알맞은 중소과 생산이 필요함 

- 미국, 유럽 등 : 고당도, 중소과(400~ 550g/과) 크기 요구

- 대만 : 고당도, 중대과 고품질 선호

 주요 연구성과

  추황배 중소과 생산을 위한 적과기준 및 착과량

- 중소과 400~ 500g 생산 : 엽과비 20~ 30엽/1과, 착과간격 20cm 전후/1과

  수출용 황금배 중과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기술

- 중소과 360~ 550g 생산 : 단근처리+질소 50% 감비+수확 2주전 단수

 파급효과

  수출용 추황배, 황금배 등 중소과의 수출물량 증대

- 수출증대 : (’11) 생산량의 5.7%(18천톤) → (’15) 10%(30천톤)

  고품질 추황배, 황금배 중소과 수출로 수출국 다변화

- 수출국 다변화 : (’11) 31개국 → (’15) 40개국

배 수출증대를 위한 중소과 생산기술

Cultivation techniques for mid-sized pear fruit for export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장전, 061-330-1561, jjc5910@rda.go.kr

추황배 엽과비별 중소과 배나무 단근처리 황금배 중소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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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추석용 고품질 단감 ‘추연’

 연구 배경

  이른 추석에 대비한 조생종 단감 육성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 서촌조생은 숙기가 10월 상순이나, 추석이 빠른 해에는 주간에 환상박피를 

하고, 착과량을 조절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주요 연구성과

  이른 추석용 단감 ‘추연’ 육성

- 서촌조생 X 조홍시 교배조합으로 2000년에 교배하여 2011년에 최종 선발

- 과형은 편원형이고, 과피색은 오렌지색으로 육질이 연하고, 식미가 우수함

  극조생종 품종으로 서촌조생 대체 

- 숙기가 9월 20일(영암 기준)인 극조생종으로 서촌조생보다 7일정도 빠름

-  과중은 180g(서촌조생 166g), 당도 16°Bx(서촌조생 14.6°Bx)이고, 수량은 2,000kg/10a로 

서촌조생과 비슷함

 

 파급효과

  조기수확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  수확시기에 따른 가격차이(’1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촌조생 판매기준)  : 조기수확시

  약 2배의 가격으로 판매

New early harvesting persimmon cultivar ‘Chooyeo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마경복, 061-330-1591, gbma@korea.kr

추연 과정부 서촌조생 과정부 추연 측면 서촌조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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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참다래 황색과육 품종은 개화기에 많은 측화발생으로 꽃봉오리 솎기 노력이 과다함

  11월 수확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서리는 과실의 저장력 약화, 품질저하 초래

  서리 등 저온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조기수확이 가능한 품종육성 필요

 주요 연구성과

  주된 꽃봉오리수가 중심꽃 1개로 중심꽃 주변의 작은 꽃이 없어 황색품종의 단점인 꽃봉오리 

솎기 노력 절감

  10월 중·하순 수확에 의한 서리피해 회피로 생산 수급 안정 가능

  수확량이 많으면서 기본적으로 큰 과일이 열려 상등품의 비율이 높음

  

 파급효과

  꽃봉오리 솎기 노력 및 과실비대를 위한 시비 노력 절감 : 약 50만 원/10a

  큰 과실 생산에 의한 상등품 비율 향상 : 약 50%

  보급시기 및 대체면적 : 2014년, 약 100ha

황색과육 참다래 ‘골드원’

Breeding ‘Goldwin’, a new yellow-fleshed kiwifruit  without lateral flower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곽용범, 055-864-1507, kwack@korea.kr

골드원 착과모습 골드원과 기존 품종 비교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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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절화류의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 배경

  화훼류 수출 매년 증가추세임 : (’04) 4,853 → (’10) 103,070천$

  수출 화훼류의 수확 후 선도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장미 ‘스노우데이’의 절화 전 양액 엽면시비로 절화수명 2~3일 연장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질산칼륨(KNO3) 1,000배액 수확 2주전 2회 엽면시비

  수출용 나리 수확 후 적정 물올림 기간 설정

- 오리엔탈나리 ‘Siberia’와 ‘Medusa’ : 8~ 24시간 → 2시간으로 단축 

  난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심비디움 절화 저장기간 및 온도 구명 : 10℃로 15일까지 가능

- 팔레놉시스 ‘톤지골드’의 1-MCP 처리(250ppb 4시간, 500ppb 2시간)

  ※ 무처리에 비해 7~9일 절화수명 연장

 파급효과

  절화 저장온도 및 기간구명으로 농가수취가 증대

- 도소매상에서 기존의 판매기간 보다 3배 이상 길게 판매 할 수 있음

  절화장미 품질향상으로 농가 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

- 1속당 300~500원 가격 상승 기대

  수출용 나리절화의 유통기간 단축에 따른 유통 환경 개선과 절화 품질 향상에 기여  

Post-harvest management techniques for cut flower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영란, 031-290-6156, leeyr628@korea.kr

나리 물올림 시간에 따른 절화상태 비교 10℃ 10일간 저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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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로 인삼의 고온장해 및 염류피해 증가 

- 고온 및 염류피해 발생율(%) : (’08)15 → (’10)20

  재래종 대체 환경적응성 품종개발 및 보급 필요

- 인삼 육성 품종 식재면적 비율(%) : (’11) 3,052ha 중 342ha(11.2%)

 주요 연구성과

  염해저항성·다수성인 인삼 ‘음성1호’육성

- 염류 저항성이 강하여 황화증상, 적변삼 및 은피 발생이 적음

- 대비 품종보다 10~ 11% 증수 효과

  재해 및 병해 저항성 계통 선발 : 20계통

- 고온저항성 : 5계통, 염해저항성 : 5계통

- 점무늬병 저항성 : G03009등 10계통

 파급효과

  국내육성 인삼품종 재배면적 확대 : (’11) 11.2 → (’15) 20%

  재래종 대체에 의한 수량 10% 증수로 농가소득 20% 증대

내재해 다수성 인삼 품종 ‘음성1호’

Ginseng variety ‘Umseong 1’ with high yield adaptable to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창, 043-871-5532, ycpiano@korea.kr

내재해·다수성 인삼 ‘음성1호’ 고온·염해 저항성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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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인삼 품종인증을 위한 바이오칩 

 연구 배경

  저가의 중국산 인삼이 국내산 재래종의 신품종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혼란시킴

- 국내산 품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학적 품종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

  인삼 부정유통에 의한 소비자 신뢰저하로 시장 확대 한계

- 품질인증기관, 산업체 등에서 활용 가능한 판별기술 개발 요구

 주요 연구성과

  국내산 품종 및 화기삼 구별 가능 PNA 바이오칩 개발

- 고려인삼 품종 및 미국삼 간 변이 대상 염기서열 정보 활용 바이오칩 제작

  원천기술의 선제적인 우위 기술력 선점 및 연구분야 주도권 확보

- 인삼 품종 판별용 PNA 프로브 및 이를 포함하는 바이오칩 (’11, 특허출원)

 파급효과

  인삼 관련 연구기관에서 육종 및 종자 관리에 개발된 바이오칩 활용

- 종자의 균일성 확보 → 품종 혼입 시 발생되는 종자사고 사전 예방

-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종에 대한 인증 효과 : 약 988억 원(’10)

  정확한 품종 인증으로 인삼제품의 원재료 표준화에 시발점 제공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및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여

PNA-based microarrays for cultivar identification of Korean ginseng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방경환, 043-871-5534, bang31@korea.kr

PGB74a PGB74a PGB74a PM PGB110ct PGB110ct

PGB74g PGB74g PGB74g  PGB110tc PGB110tc PGB110tc

PGB130wt PGB130wt PGB130wt PM PGB156wt PGB156wt PGB156wt

PGB81wt PGB81wt PGB81wt

PM

PGB81Q1 PGB81Q1 PGB81Q1 PGB81Q2 PGB81Q2 PGB81Q2

인삼 품종 인증용 바이오칩 PNA 프로브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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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친환경 유기농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장마철 점무늬병, 탄저병 

발생 심화로 병해 방제에 어려움이 많음

 주요 연구성과

  묘삼재배에 적합한 비닐하우스 경사식 해가림 시설구조 개발

- 산란광 증가 및 온도상승 억제로 관행대비 수량성 44% 증수

  인삼 재배에 적합한 비닐하우스 차광재료 선발

- 청색비닐 피복의 광환경 구명 : 광 파장 460nm, 투광율 12.3%

  근중 : 녹색피복 대비 2배 증가 

  잎점무늬병 발생율: 관행 77.9% → 5.7%

  유채작물 하우스 재배를 통한 토양병해 억제효과 구명

- 잘록병 발생율 : 무처리 62%, 처리구 6.7% 

 파급효과

  병 발생 억제로 병해 방제횟수 및 화학농약 사용량 억제

- 방제횟수 절감 : 관행 8~10회/년 → 0~ 3회/년, 절감액: 800천 원/10a

  파종, 중간관리(복토, 병해방제) 및 수확작업의 생력화

- 경영비 : 관행 해가림 시설 5,815천 원/10a → 하우스 재배 2,326천 원(60% 절감)

친환경 인삼생산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재배

Non-chemical cultivation of Korean ginseng using vinyl house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성우, 043-871-5505, leesw@korea.kr

경사식 해가림 하우스 시설 유채재배로 뿌리병해 억제(우측)근비대 촉진 청색비닐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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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수입대체 약용작물 품종

 연구 배경

  감초, 지황, 백출은 국내수요 10위권 이내이나, 자급률은 낮음

- 국내 자급률 : 감초 5.8%, 지황 32%, 백출 2.3%

- 수입량 : 감초 5,000톤, 지황 1,230톤, 삽주 1,100톤

 주요 연구성과

  대량수입에 의존하는 약용작물인 감초의 고글리시리진 함유 계통 육성

- 글리시리진 함량이 높은 감초 계통선발 : 4% 이상인 계통 선발(2.5%, 대한약전기준)

      

  수입대체 약용작물 지황, 삽주 품종육성

- 지황 ‘원강’(수원17호) : 잎은 타원형이며, 뿌리썩음병에 저항성, 수량 1,825kg/10a(14% 증) 

- 삽주 ‘다원’(수원8호) : 장간, 다분지형, 수량 1,369kg/10a(77%증), Atractylon 함량은 2.51%

 파급효과

  신품종 증수율 : 생산량 10% 이상 증수 

  외화절감(국산화율 50% 기준) : 감초 17백만불, 삽주 5.3백만불

Medicinal crop variety for import substitutio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춘근, 043-871-5564, pcg@korea.kr

모본 : G. glabra 부본 : G. uralensis Ggu0723 만주감초

종간교잡 육성계통 비교품종

원강(수원17호) 지황1호

다원(수원8호) 평창재래

삽  
 
주 

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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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약용 식물자원의 소비촉진과 산업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용도 소재 개발 필요

- 기능성식품 : (’10) 1조 671억 원 → (’11) 1조 854억 원(11%증가) 

- 한방화장품 : (’10) 1조 2,000억 원 → (’11) 1조 2400억 원 (2/4분기)

 주요 연구성과

  피부미용 소재 활용 참당귀 다당류 추출 효율 증진 기술 개발

- 다당류 추출율 증진 : 일반추출 18% → 압출성형 32% 

  약용성분 체내흡수율 증진을 위한 나노구조체 제조 및 안정성 평가방법 확립

- 동물모델에서의 약용성분 피부흡수력 증가 : 관행 대비 30배

  쌈채소용 삽주 비가림 재배기술개발 

-  생산량 540kg/10a, 조수익 2,000천 원/10a 

 파급효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약용작물 관련 산업 확대

- 약용작물 활용 소재화 산업 확대 : (’10) 5조 1천억 원 → (’12) 6조 4천억 원

- 나노기술 적용 한방화장품 시장 확대 : (’10) 20천억 원 → (’12) 30천억 원

약용식물 자원의 식의약용 소재 

Utility materials for food and drug resource by medicinal plant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애진, 043-871-5567, aejini77@korea.kr

참당귀 다당류 추출 효율 증진 쌈채소용 삽주 생산기술참당귀 추출물 함유 
나노구조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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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약용식물을 이용한 가축용 천연항생제 

 연구 배경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로 동물약품 사용의 감축 또는 금지 추세(’12년 

7월 시행)

  공중보건과 병원 내 감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치료 가능한 항생제 거의 없음

-  인체 면역력 증가와 더불어 MRSA와 같은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 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천연 항생물질 소재개발 절실

 주요 연구성과

  Salmonella, Escherichia coli(대장균) 균주에 대한 항균 실험 및 기전연구

  문헌조사 및 실험을 통한 후보 자원선발 : 겨우살이 등 50종

  MRSA 균주에 대한 약용식물 중 Sanguinarine의 상승효과 구명

- 항생제 대체제 개발을 위한 대황 함유 사료 첨가제의 활용 

- Augouardia letestui을 활용한 황색포도상구균 항균조성물, 산업재산권 출원

 파급효과

  선진국 수준의 항생제 대체제, 사료 분야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천연 항생제 개발로 친환경 농축

산물 이용의 증가

  국내 가축용 사료시장은 연간 300만톤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약용작물을 1% 정도 사료첨가제로 활용

- 12,500원(25kg포대) → 3만톤으로 약 150억 원의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Veterinary antimicrobial agents derived from medicinal plant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신희, 043-871-5545, herbman@korea.kr

천연항생제 후보자원식물 선발 후보물질의 MTT assay천연항생제 기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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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버섯류의 수출량은 ’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버섯 수출량(톤) : (’00) 187 → (’07) 3,610 → (’10) 21,569

  국내 고유브랜드 팽이, 노동력 절감형 새송이 등 수출형 품종개발 시급

 주요 연구성과

  자동화 및 노동력절감을 위한 병봉지재배용 고품질 느타리 ‘만추리’육성

-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춘추2호에 비해 자실체 갓색이 더 진하고 대가 굵음

  국내 재배적응성이 높은 수출용 팽이 ‘우리 NO.1’, ‘백작’육성

- 국내유통 중인 일본품종과 재배조건이 유사하여 품종 대체가 신속함

  육질이 단단하고 순백색의 국내 양송이신품종 ‘새정’육성

  ’10년 개발된 양송이 품종 ‘새아’ 최단기간 농가 보급 및 통상실시 계약

- 양송이 국산품종 보급률 급상승 : (’10) 4% → (’11) 23.1%

 파급효과

  국민기호에 맞춘 느타리 신품종 ‘만추리’ 개발로 보급률 확대

- 국산품종 보급률 : (’09) 35% → (’11) 40.2 → (’13) 50

  수입양송이 대체용 품종 및 수출용 팽이품종개발로 로열티 협상력 강화

- 로열티 추정액 (’10) 46.3억 → 로열티 실지불액 (’10) 11.9억

로열티 대응 버섯 품종 육성

Breeding Korean mushroom varieties to reduce royalty fee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031-290-0377, wskong@korea.kr

느타리 ‘만추리’ 팽이 ‘우리 NO.1’ 팽이 ‘백작’ 양송이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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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버섯 안정생산 및 배지 재활용

 연구 배경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에 의한 생산성 감소 및 농가피해 증가

- 양송이(kg/3.3㎡): (’89) 65 → (’08) 36, 느타리(kg/3.3㎡) : (’91) 41 → (’09) 29

  배지재료의 가격상승과 구입난으로 생산비 급등

- 면실박, 비트펄프 구입가격 : (’06) 230원/kg → (’11) 580

 주요 연구성과

  팽이버섯 병재배 배지제조 시 패화석분말의 최적첨가수준 설정

- 팽이버섯 배지에 패화석분말 3.0% 첨가시 팽이버섯 5% 증수 (180 → 189g/850ml) 

  홍삼박을 이용한 느타리 병재배용 면실박 대체배지 개발

- 면실박 대체용 홍삼박 첨가비율 : 면실박의 50%까지 대체 가능

  버섯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자재의 개발 및  실용화

- 세균성갈반병해 항균미생물 특허출원 : Pseudomonas sp., P. azotoformans 등 2종

  버섯 수확후 배지의 재활용기술 개발 : 수도용상토, 축우사료용 등

 파급효과

  패화석분말 최적첨가수준에 의한 팽이버섯 생산성 증가 : 17.5억 원/년

✽1만병 기준 27톤 증수, 2,500만 원/년 소득증가 (국내 팽이버섯 : 70만병/일) 

  느타리 배지용 수입 면실박 15천톤 중 50%를 홍삼박 대체로 외화절감 : 44억 원/년

  양송이 수확후배지의 수도용상토 이용으로 경영비 절감 : 1,100천 원/10톤 제조

Stable production of mushrooms and recycling of medium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종천, 031-290-0372, jccheong@rda.go.kr

패화석 첨가시 
팽이 수량 증가

홍삼박 
첨가배지 효과

양송이 수확후 
배지의 상토 이용

항균미생물 병해 
억제 효과

대조구 접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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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국내 보유 약용 버섯자원에 대한 균주별 기능성 평가 미흡 

- 약용버섯의 기능성은 주로 시판품종 위주로 검토

- 기능성에 대한 평가 및 자원의 사용 효율성 저조 

  다양한 기능성을 소유한 육종모본 및 신 기능성 물질 확보 필요

- 특성평가 방향전환 : 수량 → 기능성(항산화, 항암 등), 관상가치 

 주요 연구성과

  기존의 생산적 특성 이외에 기능성 및 관상 가치 등 활용범위 확대 

-  영지버섯 보존균주에 대한 항산화, 항염증, 항암효과 검정에 의한 우수균주 확보 : ASI 7011

등 5균주 

- 분재용으로 가치가 높은 녹각형 영지버섯 균주선발 : ASI 7002등 10균주

- 영지버섯 보유균주에 대한 배양 및 재배적 특성 확인 : 100균주 

  ✽주요특성 : 균사생장, 자실체 형태적 특성 및 색깔, 수량 등

  영지버섯 기능성물질 추출은 주정추출 보다 열수추출이 우수 

 파급효과

  약용버섯의 기능성 평가에 의한 적용범위 확대 및 기능성 증대 

  품종의 새로운 고유 특성 개발에 의한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산업 배가 

약용 버섯자원 기능성 평가

Functional evaluation of medicinal mushroom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재한, 031-290-0364, limit-cho@rda.go.kr

영지버섯 추출물의 위암세포 생장억제효과
* 분석방법 : 세포생장활성측정법(MTT assy) 

일반재배용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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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연구 배경

  현재 수삼은 수분유지를 위해 이끼 등을 사용하여 포장하고 있음

- 상온에서 수삼의 보존 및 유통 기간이 짧음 : 10~15일

- 이끼 등에 서식하는 미생물 등으로  부패율이 높으며 소비자 신뢰도 및 기호성 저하

※ 포장가격 : 11,600원/개 (등바구니 4,000, 이끼 7,000, 보자기 600)

 주요 연구성과 

  수삼전용 선도유지 포장재 개발 (특허 10-2011-0117150 등 2건 출원)

- 다공성의 기능성 돌가루를 혼입한 수삼 전용 내·외 포장재 개발

※ 수분 손실에서 기존 용기와 비교하여 1.6배 효과

     부패율에 있어서 기존 용기와 비교하여 2.1배 효과

   

 파급효과

  수삼전용 포장재 보급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삼 유통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이끼포장 방식보다 유통기한 2배 이상 증가

Exclusive packing material for fresh ginseng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043-871-5581, tca20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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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능성 연구의 신뢰도제고를 위해서는 기원이 확실한 추출물시료 제공 기반마련 필요

  학명, 사용부위, 추출조건, 채취시기 등 추출물정보의 공개로 분양요청자의 선택기준 제공

 

 주요 연구성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에 추출물은행 시스템 설치(2011. 3)

- 공개 추출물 점수 : 325점

- 추출물의 외부분양에 대비한 인삼특작부 추출물관리 기준 정비

  외부 연구자의 기능성연구 지원을 위한 추출물 분양 

- 4개소 400점 (’02~ ’11년 누계 : 33개소 3,200여점)

 파급효과

  신뢰도 높은 추출물시료의 제공으로 기능성연구 활성화 및 산업화 제고

식물자원 추출물 분양 시스템 구축

Construction of a plant extract distribution system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승은, 043-871-5586, lse1003@korea.kr

홈페이지 공개 추출물 목록 추출물 보존 용기추출물 보존 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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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로열티 대응 화훼 품종 육성

 연구 배경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증가로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 가중

- 화훼 로열티 추정액 : (’06) 124.1억 원 → (’08) 95.7 → (’10) 85.1 

  수출기호성, 생력형 및 흰녹병 저항성 품종육성 및 보급 촉진 시급

 주요 연구성과

  화훼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통한 로열티 절감 확대

- 품종육성(’11) : 장미 7, 국화 6, 난 5 품종

  국산품종 시범재배 및 묘목업체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 종묘생산 농산업체 지원 : 장미 2, 국화 3, 난 3 품종

- 국산품종 시범농가 : 장미 8, 국화 20, 난 7 품종

 파급효과 

  장미 국내육성품종 보급 및 품종육성 목표

- 보급률 목표 : (’10) 18% → (’11) 22 →  (’12) 26     - 품종개발 목표 : (’10) 7품종 → (’11) 7 → (’12) 5

  국화 국내육성품종 보급 및 품종육성 목표

- 보급률 목표 : (’10) 15% → (’11) 20 → (’12) 23     - 품종개발 목표 : (’10) 5품종 → (’11) 6 → (’12) 4

  난 국내육성품종 보급 및 품종육성 목표

- 보급률 목표 : (’10) 4.0% → (’11) 4.8 → (’12) 6.2     - 품종개발 목표 : (’10) 6품종 → (’11) 5 → (’12) 7 

Domestic varieties of flower coping against royalty right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재아, 031-290-6144, jabisung@korea.kr

장미 ‘빅뱅’ 난 ‘레드썬’국화 ‘퍼플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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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웰빙에 따른 국내 참다래 소비량이 크게 증가 

- 1인당 소비량 : (’00) 0.4kg → (’10) 1.0kg

  우수품종선호에 따른 외국품종의 국내 계약재배 및 자유경쟁 가속화 

  참다래는 자웅이주식물로 신품종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수나무가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1998년 중국 시샤(西峽)의 야산에서 수집된 종자로부터 2011년에 최종선발

  개화시기가 토무리보다 20일, 암나무인 제시골드, 한라골드보다 15일 이상 빠름  

  고당도·골드 계열의 수나무로서 화분량은 작으나 화분발아력이 높음

  골드 계통의 암나무인 제시골드, 한라골드 등과 수분친화성이 높아 조생종 품종육성에

활용가치가 큼

 파급효과

  우수 품종 육성에 따른 국제우위 경쟁력 확보 및 로열티 절감

- 로열티 절감 : (’06) 0 → (’20) 30억 원/년 이상

  ‘어얼리버드’를 이용한 국산 품종 보급 및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11)

- 그린키위 : 헤이워드 7.5백만 원/10a, 골드키위 : 한라골드, 12.6백만 원/10a

개화기가 빠른 고당도 참다래 ‘어얼리버드’ 

A new early-flowering kiwi fruit ‘Early-bird’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성철, 064-741-2551, kimsec@korea.kr 

‘어얼리버드’ 개화 ‘어얼리버드’를 이용한 수분화분관 발아





축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Agenda 8



15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26 한우고기 연도(軟度)관리시스템 현장적용

 연구 배경

  쇠고기 거래제도가 도체 단가에서 맛 예측시스템으로 전환 추세

  국내 소비자 입맛에 근거한 시스템 개발, 브랜드 한우고기 차별화

 주요 연구성과

  소비자 입맛을 반영한 쇠고기 맛 예측시스템 개발

- 맛 점수 산출회귀식(540종)을 탑재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기술이전 : 한우고기 맛등급 프로그램(함컨설팅, ’11.11)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완료

- 제도화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농식품부, 축평원)

  한우 우수브랜드업체(횡성, 김해)를 대상으로 현장적용(’11.6)

- 한우브랜드 경영체 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적용 추진

 파급효과

  균일한 육질의 한우고기 부위 및 용도별 유통기반 조성

  브랜드간 품질차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우고기 소비증가 및 소득증대

Industrial application of a tenderness guaranteed system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조수현, 031-290-1703, shc0915@korea.kr

적용 상품 매장 판매 전 매체 홍보 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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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한우암소 연간 40% 이상 도축, 사양기술 부족

-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감소 : (’07)66.5% → (’10)55.5  

- 도축규모 증가 추세 : (’05)14만 두 → (’10)26

 주요 연구성과

  개시체중, 연령별 적정 비육기간 설정

- 개시체중 450kg 미만(4.5세) : 8~10개월 비육(근내지방도 3.33~4.75)

- 개시체중 450kg 이상(7.1세) : 6~ 8개월 비육(근내지방도 4.57~ 4.71)

  초음파 측정(비육 4개월) 후 출하시기 결정

- 근내지방도 1, 2 진단 : 즉시 출하

- 근내지방도 3 이상 : 2개월 이상 추가 비육

  한우 경산암소 비육시 배합사료 급여기준 설정

- 배합사료 자유채식 4개월 + 제한급여 4개월 급여 시(51~293천 원/두 소득향상)

 파급효과

  한우 암소육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증대

  경제적 사육방법을 통한 생산비 절감

한우 암소고기 생산성 향상 기술

Hanwoo cow beef productivity improvement technologie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장선식, 033-330-0609, jangsc@rda.go.kr

암소 비육우 육질평가 소득변화 체중별 근내지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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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한우·젖소의 효율적 번식관리 기술 

 연구 배경

  한우 및 젖소의 수태율 향상에 의한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 상존

- 계획적인 분만(봄, 가을) 기술 도입으로 건강한 송아지 생산

  조기 발정발견 및 적기 인공수정을 위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 연구성과

  고수태성 발정동기화·배란동기화 복합 프로그램 사용 효과(한우)

- 수태율 : (관행) 51.6% → (복합 프로그램) 66.6

  ✽ 복합 프로그램 : 일괄수태법(Ov-synch) + 싸이더 프러스(CIDR) 병용

  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 무인 발정탐색기 개발 및 보급(젖소)

- 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 : 현장실증시험 및 천안축협 시범사업 등 13농가

- 무인 발정탐색기 : 2011년 전라남도 시범사업 등 13개소(28농가)

 파급효과

  복합 프로그램 보급에 의한 번식효율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 한우 송아지 생산비 절감(번식우 50두 사육 기준) : 275천 원/두

  전광판식 무인 발정탐색기 사용으로 발정 발견율 및 수태율 향상

  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의 적용에 따른 공태기간(空胎期間) 단축

Efficient reproduction management technologies  in Hanwoo and Holstein cow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041-580-3386, bks@rda.go.kr

소 수태율 개선효과 무인 발정탐색기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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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젖소 포유기(哺乳期) 송아지의 저성장과 폐사율 증가 문제 해소 필요

  송아지에게 엄마를 돌려준다는 동물복지적 개념의 수유로봇과 모유수준 대용유 공급에 의한 

건강한 송아지 육성기술 중요

 주요 연구성과

  엄마의 젖꼭지를 대신하는 인공지능 수유로봇인 송아지 유모 개발

- 젖떼기 전 완벽한 이유식(離乳食) 훈련으로 이유스트레스 최소화

  노동력 절감, 송아지 복지 향상(사료섭취 능력 31%↑, 성장 35%↑, 반추위 발달 33%↑)

  엄마의 젖을 대신하는 양질의 모유수준 대용유(代用乳) 개발

- 관행 대용유에 비해 지방함량 44~ 71% 증가

  설사 발생 30%↓, 일당 증체 174g↑, 포유기간 14일 단축

 파급효과

  건강한 한우 및 젖소 송아지 육성체계 전국적 확대

- 송아지 폐사율 및 성장률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 이유(離乳) 시 체중 약 30% 증가

- 한우 송아지 조기 이유로 어미 소 분만간격 단축

동물 복지형 수유(授乳)로봇, 송아지 유모(Calf U-Mo) 상용화

Calf nursing robot ‘Calf U-Mo’, a commercialized calf nanny for animal care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이현준, 041-580-3395, dadim922@rda.go.kr

송아지유모-분유형 송아지유모 홍보송아지유모-액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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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구제역 피해 농가 조기 복구를 위한 우량 씨돼지 보급

 연구 배경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 종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함

- 사육두수 감소 : (’10) 988만두 → (’11.3) 658 (3.3백만두 감소) 

-  축산원 개발 우량씨돼지 확대보급으로 피해농가 조기복구 시급도 축산연구소 연계 악성

  전염병 발생대비 유전자원 분산보존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보급품종 : 축산원 개발 씨돼지(축진듀록, 축진랜드, 축진요크, 재래돼지)

  2011년 보급두수 

구  분 개소수 보급두수 대상 및 활용

돼지인공수정센터 6 126 ○구제역 피해 센터 복구지원

종돈장 3 55 ○구제역 피해 종돈장 복구지원

지자체 축산연구소 2 80 ○유전자원 분산보존

일반농장 21 68 ○구제역 피해 일반농장 복구지원

계 32 329

 파급효과

  FMD 피해 인공수정센터 피해복구 기여율 : 14.5%(피해 870두/평시 3,300두)

  FMD 발생으로 종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조기복구

Supply superior breeding pig to FMD damaged pig farms for early restoration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041-580-3447, kyuhocho@korea.kr

씨돼지 보급 현장 기술지도보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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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FTA 대응 고유 가금종자 활용 차별화 제품 및 경영전략개발 필요

  각 국은 자국 유전자원 활용 브랜드 상품개발에 주력(종자전쟁 시대)

  국내 연간 식용으로 소비되는 닭은 6억 마리, 대부분 종자 수입

 주요 연구성과

  보유 순계이용 토종닭종자 개발 특허출원 후 보급

-‘우리맛닭’1호 보급 : (’08) 10천 수 → (’09) 22 → (’10) 34 → (’11) 43

- 이용 목적별 후속종자 3종 개발 상표출원

  보급종자는 삼계탕, 백숙, 레토르트, 유정란 등의 제품으로 산업화

- 전문외식업체 약 200개소, G마켓, 전국 11개 대형 매장에 출시 중

  국산종 개발용 토종오리 기초집단 조성(2계통 2천수)

   

 파급효과

  향후 5년 내 국산 가금종자 보급률 30% 달성

- 종자 분양방식 개선 : 종계(PS) → 원종계(GPS)(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가금산업 체질개선 : 획일화된 저가품 대량생산방식 → 소량·다품목·명품화

닭·오리 고유종자의 유전특성 구명 및 산업화

Genetic characterizat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native chicken and duck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김종대, 041-580-6721, chongkim@korea.kr

우리맛닭 2호 종계 토종오리산업화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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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항생제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배경

  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 정책 시행 : 농식품부 고시 (’10.12)

- 항생제 감축 추진 : (당초) 44종 → (’05.5) 16 → (’09.1) 9 → (’11.7) 0

  가축의 생산성 저하 및 폐사율 증가로 생산비와 치료부담 가중 등 항생제 대체를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농가 보급 필요

 주요 연구성과

  미생물 활용 기술 교육 추진

- 대상 : 농업기술센터 21개소, 지도사 21명

-  교육내용 : 축산 유용미생물 보존 및 생산 기술 농가형 발효사료 제조 및 액상미생물 농가보급 

확산

  항생제 저감을 위한 미생물 기술 현장 실증 

- 대상 : 군산 서수양돈단지(피그월드 농장)

- 투입기술 :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 및 급여

- 효과 : 생산성 MSY 16 → 18두, 약값 200만 원/월 감소           

 

 파급효과

  국내 양돈 농가 10%가 미생물 급여시 효과

- 폐사 감소로 돼지 생산성 향상 : 폐사율 15% → 10(69억 원/년 절감)

- 생산성 증가로 사료비 절감효과 : 출하일령 6일 단축(120억/년)

Application of microbial technologies for antibiotic reduction in feed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김동운, 041-580-3449, dwkim9405@korea.kr

농촌지도사 미생물 교육 발효사료 품질 평가농가형 발효사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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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란계 단지 조성

- 국내 산란계 단지 25개소 조성 : 1,000여만수(전 산란계수수의 16%) 

  대규모 양계단지 맞춤형 컨설팅 기법의 확대 보급 필요

- 시설, 환경, 사료 및 질병 등의 종합 컨설팅 기법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요 연구성과

  질병, 시설환경, 사양 및 사료 등 대규모 양계단지 현장컨설팅 기술 정립

- 연도별 헨하우스 산란율 증가 : 247.4개(’08) → 290.1(’09) → 301(’10)

  동원양계단지 생균제 공장 현장 지원 실시(강소농 지원 추진) 

- 준공식 개최 및 영주시 생균제 공장에서 축산원에 감사패 전달(2011. 6월) 

  동원양계단지 현장 기술 평가회 및 대규모 양계단지 컨설팅 자료집 발간 

-  ‘동원양계단지 강소농 육성 종합컨설팅 평가’ 및 ‘양계단지 종합기술 매뉴얼’을 통한

    양계단지 컨설팅 기술 확대 보급

 파급효과

  모니터링·맞춤형 컨설팅으로 양계 경영체의 문제해결 및 경쟁력 확보

  지역 및 양계단지 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규모 양계단지 맞춤형 컨설팅 기법 

Spreading of suitable consulting program for big complex of laying hen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041-580-6700, choihc@rda.go.kr

동원양계단지 기술지원 영주 생균제공장 준공식 동원양계단지 현장 평가회 컨설팅 평가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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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한국형 승용마 육성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 배경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승마용 승용마 육성 및 생산

  레저문화 선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산업 발전

☞ 국산 승용마를 활용한 승마 강소농 육성 모델 개발

 주요 연구성과

  생활승마용 후보 승용마 공급 및 생산 망아지 혈통등록 

- 후보 승용마 공급 : 17두, 혈통등록 : 36두

- 가라(흑색) 모색 유전자형(E/E)이 고정된 후보 씨수마 선발 : 7두

  승용마 품성평가 방법 및 선발 기준 설정

- 평가항목 : 온순성, 인내성, 대인친화도 등 배점 및 등급 기준 설정

  말 모색 표현형 조사 및 유전자형 분석 : 1,200두

 파급효과

  승용마의 평가 기준 설정을 통한 조기선발 체계 확립

  승마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신 소득원산업으로 정착 

Breeding Korean riding horses and assessing ridability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이종언, 064-754-5721, leece00@rda.go.kr

혈통분석 승용마 조련 자료보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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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연구 배경

  기존 폐사가축처리방법(소각, 매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대체방법 제공

- 처리비용, 매몰 부지확보, 매몰지 지하수 오염, 환경분쟁 등 해결 

 주요 연구성과

  폐사가축을 250℃ 이상의 고온·고압 스팀방식으로 완전멸균처리

- 폐사가축발생지역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저비용의 이동식 장비 

  처리 부산물은 퇴비화 및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 환경오염 최소화

  기존(소각) 대비 유지비용 절감 : 약 95% 이상 

- 처리용량(4톤/1회) : 소(650kg) 6두, 돼지(100kg) 40두, 닭(2kg) 2천수

- 구제역 기간 중 현장 실증시험(홍성, 김해) 및 지자체 보급(’11)

 파급효과

  폐사가축 처리시 비매몰방식의 처리방법 및 장비활용법 제공

- 보급실적(257대) : 농가(’08~ ’11 : 254), 지자체(’11 : 경기, 충남, 경남도)

- 구제역 및 AI 긴급행동지침(’11) : 사체처리요령(이동식 열처리시설)신설

  폐사가축 처리비용의 획기적 개선 및 친환경적 재활용 가능

이동식 친환경 폐사가축처리장비 

Environment-friendly device for handling and transport of animal corpse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041-580-3407, hijin@korea.kr

차량탑재가능 스팀 멸균처리  퇴비화 처리 지자체 보급 홍보 





국내외 현장 기술적용 촉진 및 경영
마케팅 기술 개발

Agend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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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간척지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에 알맞은 파종방법

 연구 배경

  간척답 염분 농도는 0.03%로 일반 이앙답으로 전환 되었지만 아직도 직파재배는 불안정한 

실증임

  간척지 직파재배에 알맞은 파종방법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이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간척지 현장실증 시범 추진 (서산, 해남)

- 벼 무논점파 추진 면적 : (’10)10ha → (’11)140 (14배 확대)

  간척지에서 벼 무논점파 재배의 알맞은 파종방법 구명

- 파종지점간 거리 및 파종립수는 16cm, 12~ 14립, 평당 주수는 80주

  성숙기 이삭수 426~ 449개/㎡, 등숙율 82.9~ 84.5%, 중묘기계이앙 대비 쌀 수량이 4~5% 증수

 파급효과

  전국 간척지 벼 재배면적은 135,000ha (전국 답 재배면적의 16%)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생산비 절감은 1,000천 원/ha 비용절감 

  전국 간척지 5%(6,750ha) 현장실용 보급 시 비용절감 파급효과

⇒ 6,750ha × 1,000천 원/ha = 68억 원 생산비 절감

Optimum seeding method of wet hill direct rice seeding technique at the reclaimed 
paddy fiel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한희석, 031-290-6825, hanhs10@rda.go.kr

간척지 실증시험 포장(’10. 7. 20) 간척지 생육조사(’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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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신육성 벼품종의 농가실증 및 컨설팅을 통한 인근농가 보급 확대

  쌀 특성화 단지조성과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주요 연구성과

  여주 ‘칠보’벼 「한국의 쌀」 명품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창출

- 영농조합법인 ‘경성미가’계약재배 출하 효과 : 1,500원/40kg당

- 「한국의 쌀」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 7,000원/10kg당

- 여주지역 추청벼 대체품종으로 ‘칠보벼’ 정착 : 2,500ha(2011년)

  당진 ‘다미’, ‘삼광’은 「흙돌이와 밥순이」로 브랜드화 출하

- 홈페이지 (www.ssal365.com)를 통한 직거래 : 생산량의 70% 

- 「흙돌이와 밥순이」브랜드 직거래 판매 효과 : 7,000원/20kg

  안동 ‘영호진미’벼는 「밥하기 즐거운 쌀」 브랜드로 출하

- 「한국라이스텍」과 계약재배 출하 효과 : 1,000원/40kg 가마당

 파급효과

  농가 자율보급을 통한 확대재배 : 칠보(3,500ha), 영호진미(1,000ha)

  지역별 새해 실용화교육 등 각종 교육시 우수성과 홍보 확산

소비자 맞춤형 벼 명품 브랜드

Demonstration farm of rice variety for the customized premium bran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임영택, 031-290-6805, korea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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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시금치 기계화 재배 모델

 연구 배경

  시금치는 연중 다양하게 이용되는 중요 채소이나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시금치 안정생산을 위한 다양한 농기계를 활용 및 편리한 농작업 재배기술 개발 보급이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시금치수확기 개발로 수확 시 작업피로도 경감 및 노력시간 경감

- 수확시간 단축 : 인력 수확 192h/1000㎡ → 수확 2h

  시금치 기계파종 효과 : 종자량 50% 및 노력시간 10% 절감, 발아율 향상 20%

  시금치 기계화 재배기술 정착을 위한 기계파종 및 수확기 적합 재배모델 개발

- 이랑폭 100cm, 이랑높이 25~30cm, 고랑넓이 30cm, 파종거리 12x13cm

 파급효과

  시금치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촌노동력 감소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노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으로 시금치 농가 소득향상(17억 원)

- 경제적 효과 : 1,177천 원/10a(소득증가) x 2,951ha(재배면적) x 0.05(참여율) = 17억 원

Cultivation model for the spinach mechanization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영, 031-240-3587, chyoung@rda.go.kr

종자 기계 파종 시금치 기계 수확시금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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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접목선인장 토양재배에서 배지교체 등의 힘든 인력작업 해결을 위해 수경(양액) 재배가

대안으로 제시됨

  기존의 고비용 설치 시설을 대신할 간이 방법 제안  

 주요 연구성과

  접목선인장 간이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영농활용 채택)

- 배토 작업 등 악성 노동력 대체 

  기존 양액재배시설보다 시설투자 비용 절감 효과

 파급효과

  세계 시장의 지속적 우위를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접목선인장 수경재배 시설 투자비용 절감 : 25% 이하 수준

  접목선인장의 수경재배 지역 확대 증가 예상 

접목선인장 간이 수경재배

Hydroponics development for grafted cactu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수, 031-240-3592, ljs808@korea.kr

기존 벤치 양액재배 접목선인장 
간이양액재배 모식도

간이 양액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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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해외 농업기술센터 설립, KOPIA

 연구 배경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장기적인 해외농업기술지원 강화 필요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업생산성 향상기술 전파 및 교류확대 요청 급증  

 주요 연구성과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립 : (’10년) 11개소 → (’11) 15

-  아시아 7개국 : 베트남, 우즈벡,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  아프리카 4개국 : 케냐, DR 콩고, 알제리,

  에티오피아

-  중남미 4개국 :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인턴 : (’10년) 194명 → (’11) 270

  해외 현지 국내 농산업체 기술 지원 : (’10년) 28개소 → (’11) 53

 파급효과

  개발도상국에 선진 농업기술 지원으로 한국의 좋은 이미지 향상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미래 잠재 시장 확보

(베트남) 호르몬제 처리를 통한 토마토 착과율 향상 및 수량 70% 증수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 시범단지 조성, 생산성 10% 향상

(알제리) 씨감자 인공증식기술 보급, 대규모 종서 안정생산 기반 조성

(우즈벡) 고려인 마을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원(하우스 6동 설치)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We love to share what we have

연구자 : 기술협력국 이동혁, 031-299-1087, apple@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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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장기적인 해외농업기술지원 강화 필요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업생산성 향상기술 전파 및 교류확대 요청 급증  

 주요 연구성과

  국내 육성 배추, 무, 오이 베트남 적응성 검정 비교

-  배추 : 베트남 대비 종에 비해 전반적 생육은 비슷, 결구도는 한국종이 우수,  현지 특유의 

양질토양으로 무추비 재배 가능 

- 무 : 고온다습한 기후에 뛰어난 적응성, 비타민C 함유율도 한국종 우수

- 오이 : 전반적인 생육과 수량 우수, 베트남 재배방식 대비 시비량 개선 필요

- 상추 : 건물중과 당도는 한국종 우수, 성분함량은 유사

- 토마토 : 호르몬제 처리를 통해 70% 증수 효과

 

 파급효과

  신선채소 재배기술 보급으로 베트남 빈곤농가 소득 증대 기여 및 종자 수출 기반 구축

- 수량 5~ 70% 증수

  우리 채소 농산업체 계약재배 농가 육성 및 국내 채소 부족에 대응한 대체 생산지로 육성

  채소시범단지 확대 조성 : 20ha 40농가(5개 채소작물, 400백만 원/년)

베트남 신선채소 재배 시범단지 조성

Establishment of a pilot village for fresh vegetable cultivation in Vietnam

 연구자 : 기술협력국 이동혁, 031-299-1087, apple@rda.go.kr

파종(직파), 수확, 생육조사 무 품종 특성 비교(좌 : 한국, 우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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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농업소득 1억 원 경영모델 개발

 연구 배경

  최근 내외부 요인에 의해 농업소득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 발생

- 도농간 소득격차(’10) : 농가소득 32,121천 원, 도시근로자가구 48,092천 원 대비  67% 수준

  농업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필요한 모델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농업소득 1억 원 경영모델

- 경영규모 및 수익성            (금액: 백만 원)

시설원예 과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장미 심비디움 사과 배 참다래

규모(ha) 1.09 0.6 1.2 1.2 0.8 1.0 0.7 3.0 1.4 2.8

수
익
성

매출액 185 189 202 140 417 367 280 172 172 160

경영비 71 70 103 32 287 249 170 69 69 57

소  득 114 119 99 108 130 118 110 103 103 103

- 수익성 비교(전국평균 대비)        ( 금 액  :  천 

원/10a)

 파급효과

  농업소득 1억 원 달성 농가 육성 계획 수립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 자료 활용

Business Model development of 100 million won in agricultural income

연구자 : 기술협력국 최칠구, 031-299-2302, choick@rda.go.kr 

시설딸기 심비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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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치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품종 개발의 당위성 확보

 주요 연구성과

  농업 연구개발사업 기술가치 평가체계 정립

-  기술가치 평가 : 특정한 기술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합계를 현재시점에서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화폐적 평가 절차

✽ 기술의 구입·판매 등 기술거래, 기술금융 등에 활용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농가 또는 농산업 차원의 파급효과

✽ R&D투자의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신기술 및 신품종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 99개 기술

- 산업재산권 54, 신품종/영농활용 각각 18, 복합기술 9

  ✽ 기관별 : 농과원 33, 식량원 21, 원예원 23, 축산원 22

  기술가치 평가 최고 평가액 : ‘동진 1호’(국립식량과학원)

- 기술가치 평가액 : 6,913억 원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1조 1,891억 원

 파급효과

  농업 R&D 대외 홍보, 예산 설명 및 우수 연구성과 선정, 개발 기술 사업화 기초자료 등에 활용

농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및 파급효과 

Evaluat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their economic impacts

연구자 : 기술협력국 서동균, 031-299-2304, sdk1029@rda.go.kr 

기술가치 평가 흐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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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연구 배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함

  농식품 소비패턴을 예측하여 농식품 생산을 위한 현장마케팅에 활용

 주요 연구성과

  농식품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소비자 패널 구축

- 모집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기장조사(상품 영수증 첨부 및 기장)

 ✽ 표본 : 서울, 경기, 인천 200개 읍면동에서 1,000가구 추출

- 조사내용 : 농식품의 상품(4만건)별 소비자의 구매행태

✽ 가족사항 : 소득, 가족구성원, 식사인원(아침, 점심, 저녁), 쇼핑유형 등

✽ 구매패턴 : 품목별, 상품별 구매건수, 구입액, 구입량, 재구매, 구입처 등 

  사과 지역별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 실태 분석

- 사과 소비행태 : 고소득, 가구주 60대, 중고생 자녀가구 많이 소비

- 브랜드 사과 비중 20.6%, 사과 낱개에 브랜드 라벨 부착 필요

  소비자의 추석 농식품 구매의향 분석 

- 소비자 가구의 선물구입 예정액 : 175,298원

- 가구당 선물 건수 및 건당 금액 : 6.2건, 28,210원/건

 파급효과

  자료 이용자(농업인, 연구자, 정책결정자, 마케터 등)의 판매전략, 기술 개발 방향, 정책 결정에 활용

Consumer panel survey and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trend 

연구자 : 기술협력국 조용빈, 031-299-2320, choyb@korea.kr

최초 구입 조사표 추석 농식품 구매처 비율사과 소비자선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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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국내 산지조직체는 농업법인 5,520개(2008년 기준)이며 농협중심의 작목반 1,196개(2008년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미흡 

  해당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정밀분석 없이 무차별적인 사업도입으로 비효율적인 경영과 시장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임 

 주요 연구성과

  가치사슬 분석틀에 의한 유형별 우수산지 조직체의 특징은

- [대형조직] : 유통인프라, 원료조달, 상품화 및 마케팅

- [중형조직] : 원물조달, 조직화, 상품화 및 마케팅

- [소형조직] : 인적관리, 사후관리, 조직화, 상품화 및 마케팅

  농가중심의 생산관리방식에서 소비지의 요구를 반영한 생산관리방식으로 전환

 

 파급효과

  조직체별 유사한 품목, 조직형태, 규모 등을 고려한 벤치마킹과 현장 적용의 용이성 확보

우수산지 조직체의 특징

A primary factors of exellent producing district systematizations 

연구자 : 기술협력국 박정운, 031-299-2330, pjwoon66@korea.kr

대형조직 중형조직 소형조직

조직규모별 가치사슬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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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농촌 지역인지도·매력도 조사

 연구 배경

  FTA, 소득감소, 고령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 여건은 점차 악화  

  지역인지도·매력도 기반의 지역브랜드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  

 주요 연구성과

  전국 농촌 시·군 인지도·매력도 조사 분석 및 언론 확산  

- 국민 1.5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151개 농촌 시·군에 대한 인지도    

  매력도 조사 분석 : 언론브리핑(10.12)

- 지역인지도, 이미지, 상품구입·관광·문화행사 참가의향 등 63개 항목 조사  

  인지도·매력도 조사결과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활성화 전략 컨설팅 실시

- 인지도·매력도 우수 시·군 요인 분석 : 20개소(충주, 강화, 공주, 남해 등)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실시 : 11개소(보성, 여주, 상주, 부안 등)  

- 지역브랜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2종

 파급효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지원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국민에 대한 지역브랜드의 매력 및 관심도 제고   

Survey and distribution on awareness and attractiveness of local brand

연구자 : 기획조정관실 이철희, 031-299-2907, leech1113@korea.kr

KBS강릉-TV 보도 지역브랜드 매뉴얼 컨설팅 결과보고회 우수 시·군 전시회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Agend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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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종실 및 사이리지 겸용 옥수수 ‘평강옥’, ‘안다옥’

 연구 배경

  국내 양축농가는 수입품종보다 다수성이며 도복 등 내재해성에 강하고, 후기 녹체성이

우수한 국내 육성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요구함 

  국내 육성 사료용 옥수수의 보급 확대로 수입품종 대체 필요 

-  종자 자급률 : (’09) 16% → (’10) 29

 주요 연구성과

  종실 및 사일리지에 적합한 사료용 옥수수 ‘평강옥’육성

-  종실수량(766kg/10a)이 많고 쓰러짐에 강하며, 후기 녹체성이 우수

-  100주당 이삭수가 많으며, 그을음무늬병에 강함

  종실수량이 많은 사료용 옥수수 ‘안다옥’육성

-  종실수량(780kg/10a)이 많고 쓰러짐에 강함, 채종이 용이(219kg/10a)

 파급효과

  국산 사료용 옥수수 평강옥, 안다옥 보급으로 수입종 종자 대체

  옥수수 우수 국산종자 확대보급으로 경쟁력 강화 

  고품질 조사료 공급으로 가축영양 균형유지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 

New single cross maize hybrids for grain and silage, ‘Pyeongangok’ and ‘Andaok’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손범영, 031-290-6758, sonby@korea.kr

평강옥 안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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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연구 배경

  국산 사료용 옥수수(광평옥)의 종자보급 확대 및 논재배 면적증대 

-  사료용 옥수수 논재배 면적(ha) : (’10) 1,022 → (’11) 1,812

  논의 옥수수 재배 시 토양(심층) 물리성 악화에 따라 수량 현저히 감소

 주요 연구성과

  신형(상하진동형) 심토파쇄기에 의한 심토파쇄 작업의 간편화

-  심토파쇄 작업의 소형 트랙터 이용가능 및 작업시간 단축(30분/10a)

심토파쇄 작업 진동 축 로타리 심토파쇄

토양단면

  심토파쇄에 의한 논의 심토(15∼30cm) 물리성 개량 효과 

-  로타리 경운에 비해 가밀도 0.2 g/㎤ 감소 및 공극율 6% 증가

  심토파쇄에 의한 논 사료용 옥수수 수량 증대 효과

-  로타리 경운에 비해 전건물중 및 TDN 수량이 24% 증가

 

 파급효과

  논옥수수 재배시 소득증대(25억 원) 및 재배면적 증대

-  심토파쇄에 의한 논옥수수 소득증대 1,400천 원/ha×1,800ha=25억 원

심토파쇄에 의한 논옥수수 수량 증대

Yield increase of paddy silage corn by subsoiling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서종호, 031-290-6763, sse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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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근적외선 분광 분석기 이용 단백질 및 베타글루칸 성분 분석 

 연구 배경

  육종시 저세대 계통 선발을 위해선 간편 신속한 검정 기술 필요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이용 분석 

-  검정 곡선 확립시 한번 분석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성분 분석 가능 

-  용매사용이 없고, 분석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가능

 

 주요 연구성과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이용 보리 곡물의 단백질, 베타글루칸 분석을 위한 검량선 작성 

  확립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용 검량선을 활용하여 보리품종육종의 효율성 증진 및 시료 분석 

간편화

 

분광분석기 실험실 분석값과 근적외선 검량선을 이용한 분석값의 상관관계

  

 파급효과

  습식분석시 사용되는 유독성 용매, 인력, 시간 등 절약 가능

  일반분석 대비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이용 분석시 추정수익액 : 단백질, 베타글루칸 분석시

시료 1점당 9,816원 절감

Rapid prediction of protein and ß-glucan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미자, 063-840-2257, esilvi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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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간척지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벼 이외 사료작물 등 재배 추진 계획 

  간척지 활용 조사료 생산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  새만금간척지 경축순환단지, 유기농업단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신간척지 총체사료용 맥류에 대한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보급 필요 

 주요 연구성과

  신간척지에서 총체사료용 맥류 재배가능 토양 염농도 구명

-  사료맥류의 건물수량 : 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귀리 등 4작물

· 토양 염농도 0.2%이하 → 66∼75%, 토양 염농도 0.3%수준 → 49∼55%

⇒ 간척지에서 사료맥류 재배 가능한 토양 염분농도는 0.2% 이하임

토양 염농도 0.0% 토양 염농도 0.2% 토양 염농도 0.3%

  신간척지에서 청보리 생산성 향상

-  적정 질소시비량 : 10a당 25kg(일반농경지 15kg/10a)

-  적정 파종량 : 10a당 30kg(일반농경지 20kg/10a)

 파급효과

  간척지에서 총체사료용 맥류 안정생산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새만금간척지 대규모농업회사 등 조사료 재배단지 사업추진 활용

신간척지에서 총체사료용 맥류 재배

Wheat and barley cultivation techniques to produce whole crop feeds in newly 
reclaimed lan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백남현, 063-840-2167, bac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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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극조생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 ‘그린팜 2호’ 

 연구 배경

  수확시기가 빠른 양질 사료작물 품종개발 요구 증가

-  4월 하순부터 수확이용이 가능한 극조생 IRG 품종 개발 긴요

  이모작 작부체계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개발 시급

-  IRG + 옥수수, IRG + 식용벼 안전 작부체계 품종 개발 요구 

 주요 연구성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종 ‘그린팜 2호(Green farm II)’개발

-  출수기가 기존 IRG 조생종에 비해서도 8일 빨라 벼 이앙지연 해소

-  추위에 잘 견디고 재생력이 강함

  생육특성

품종명
출수기
(월.일)

초장
(cm)

풍엽성
(1~9)*

재생력
(1~ 9)

도복
(1~ 9)

내한성
(1~9)

내병성
(1~ 9)

Florida 80 5.12 95 3 2 2 3 1

그린팜 2호 5.04 94 3 1 2 2 1

* (1~9) : 1 = 강(양호), 9 = 약(불량)

극조생종 ‘그린팜2호’(축산원) 조생종 ‘Florida 80’(미국) 수확기 ‘그린팜2호’(축산원)

 파급효과

  국산 종자산업의 활성화(수입대체효과) : 2,800톤 자급시 년 850만불 

  종자 자급률 향상 : 22%(’11) → 50(’12P) → 100(’14P)

New very early-maturing Italian ryegrass variety, ‘Green farm II’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지희정, 041-580-6749, cornhc@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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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조사료자원을 소재로 한 기능성 물질탐색 및 활용 확대 필요

-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증가

  분자육종 기술 적용 새로운 형질이 강화된 목초 개발 요구

-  다수성 및 내재해성 목초 신품종 개발

-  조사료자원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

 주요 연구성과

  기능성 색소 합성 유전자 도입을 통해 ‘칼라 알팔파 목초’개발

-  일반 알팔파 대비 기능성 안토시아닌 물질 증가 : 약 36∼64배

-  환경조건에 따라 보라색, 검은색, 붉은색 계통의 칼라 색깔 조절

✽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활성, 항노화, 항균 등의 우수한 기능이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토코페롤보다 5∼7배의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짐

기능성 칼라 알팔파 개발 안토시아닌 생성량 비교 기능성 칼라 알팔파 홍보

 파급효과

  기능성 천연 첨가제와 천연색소인 알팔파 목초 활용 확대

-  천연색소 물질 생산 고부가 기능성 물질 원료 생산 이용

-  어메니티 자원의 다양화로 농업의 경관 및 특수전시에 활용

  조사료자원을 활용한 의료용 물질 생산 기초 기반기술 확보

기능성 색소 함유 칼라 알팔파 목초 

Color alfalfa by the expression of anthocyanin gene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이상훈, 041-580-6754, shlee@rda.go.kr





친환경·자원순환 농업 기술 개발

Agend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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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담배가루이의 생물적방제

 연구 배경

  오이 등 작물의 주요 해충으로 담배가루이는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문제해충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방제제 개발·보급이 시급함

 주요 연구성과 

  담배가루이 방제용 우수 곤충병원성 곰팡이(Isaria javanica Pf04, 특허출원) 

-  처리 6일 후 100% 살충률 및 반수치사 3.3일

변습 조건에서 I. javanica 균주
에 의한 담배가루이 방제 효과

I. javanica 균주의 담배가루이 
발육 단계별 살충율

I. javanica 균주에 감염된 담배
가루이 성충 및 약충

  성과활용 및 실용화

-  담배가루이 방제용 곤충병원성 곰팡이 Isaria javanica Pf04의 특허출원(10-2011-0129610) 

및 SCI 논문 게재(Bio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  미생물 살충제로 상용화 위한 산업체 등 기술이전 추진 예정(’12)

 파급효과 

  미생물살충제 개발로 난방제 해충 담배가루이 방제와 더불어 바이러스병 예방효과로 작물의 

안정적 생산 가능

Biological control of sweetpotato whitefly using beneficial microorganis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준, 031-290-0485, jjkim6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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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유기농 생산에 있어 저비용 양분관리 및 잡초경감 기술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농진청개발 미생물 및 유박을 활용한 액비 자가 제조 및 활용

농가용 액비 배양통 제조된 액비 농가포장 정식(3.11) 수확기 전경(6.16)

  막걸리나 요구르트를 이용한 액비제조 기술(단위: %)

-  물 1L에 골분(30%)과 당밀(5%)을 첨가하고 요구르트(3%)를 접종 후 잘 밀봉하고 상온에서 

3개월간 발효. 물로 1000배 희석 후 이용

종류 pH
EC(1:5)
dS/m

T-N P2O5

막걸리 6.3 38.4 5.72 0.15
요구르트 4.8 38.9 5.97 0.29

대조(EM제) 4.9 42.2 5.67 0.38

  비닐피복 대체를 위한 헛묘상을 이용한 유기농경지 잡초경감

 파급효과

  유기농작물 재비시 저비용 관비, 추비 및 제초효과

유기농 재배지 양분관리 및 잡초 경감

Weed control and soil fertility management for organic farm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 연, 031-290-0544, ylee@korea.kr

헛묘상, 가묘상 처리 처리 후 2주(5.31) 처리 후 2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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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기재배를 위한 병해 저항성 품종 선발 및 윤작에 의한 토양병해 경감

 연구 배경

  유기농 재배시 병충해 저항성 품종 선택의 중요성 증대

  윤작 기능을 활용한 유기농 토양병해 경감 효과 활용 필요

 주요 연구성과

  유기농 재배를 위한 병 저항성 토마토 선발 

-  대상병해 : 토마토 흰가루병 및 잎곰팡이병, 배추 흰가루병 및 무름병

토마토 흰가루병(좌, 저항성; 우, 감수성) 토마토 잎곰팡이병(좌, 저항성; 우, 감수성)

  호밀 녹비 윤작에 의한 토양병해(역병, 풋마름병) 경감 효과

무처리구 녹비 처리구 윤작에 의한 풋마름병 방제

 파급 효과

  저항성 품종 및 윤작 활용으로 유기농 재배시 농자재 사용 최소화

Screening of disease resistant varieties for organic crop production and reduction 
of soil-borne diseases by crop rotat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용기, 031-290-0554, yong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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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바닷물, 천연추출물의 기능을 활용한 문제잡초 및 해충방제 기술개발

 주요 연구성과

  감귤 정유성분 d-Limonene을 활용한 가시박 및 함초의 방제기술

무처리 17,500㎎·L 무처리 35,000㎎·L 무처리 70,000㎎·L

염전 함초 우점 함초 무처리 d-Limonene 35,000ppm d-Limonene 70,000ppm

  바닷물 처리에 의한 감귤 깍지벌레 방제효과

구 분 총 조사 개체수 죽은 개체수 생존개체수 방제가(%)

이세리아 깍지벌레

 유 충 39마리 35마리 4마리 89.7

 성 충 26마리 9마리 17마리 34.6

 화 살 깍지벌레

 1회 살포 127마리 35마리 92마리 28.0

 2회 살포 118마리 97마리 21마리 82.2

 파급효과

  국내외 각종 천연자원의 유기농가 활용성 조사 및 기술 개발

문제잡초 및 해충관리를 위한 천연자원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for controlling  troublesome weeds & Insec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강충길, 031-290-0559, k888888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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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사료용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가축분뇨 액비시용 효과

 연구 배경

  2012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자원화 처리 요구 심화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필요

 주요 연구성과

  사료용 맥류 재배시 돈분뇨 액비 활용 절차

-  액비 총량의 50% 밑거름 시용 → 로타리(5cm이하) → 파종 → 배수로설치 → 2월말 가뭄시 

액비 50% 웃거름 시용 → 황숙초기 수확

  한발 시 액비시용에 의한 사료맥류 수량

-  사료용 맥류 파종 후 토양 수분함량 : 화학비료 8.8%, 액비처리 21.7%(적습 유지)

-  화학비료(2.7∼5.6톤/ha)대비 청보리 107%, 호밀 103%, 트리티케일 102% 증수

액비살포 한발 극복 액비살포시 맥류 초기 및 중기 생육비교 

 파급효과

  가축분뇨 액비 활용으로 화학비료 비용절감 : 460천 원/ha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액비 처리고충 해소 및 비용절감 : 25천 원/톤

  기후변화 대응 한발시 가뭄극복으로 사료작물 안정생산에 기여 

Effect of pig manure in the production of stable winter forage crops during drought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상복, 063-840-2268, leesbok2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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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요구 증가 : 친환경 인증(’01) 5천ha → (’10) 194

  화학비료 사용량 : (’13년 목표) 225kg/ha,(’94) 440kg → (’08) 311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12년)로 육상에서 유기자원으로 활용 방안 요구 

 주요 연구성과

  사과 및 배 과원의 SCB 액비 사용량 및 관비기술 개발

-  화학비료 절감 : 질소 70∼130kg/ha, 칼리 40∼100kg/ha

  복숭아 과원의 가축분 액비 사용기술 개발

  SCB 액비의 관비 농도 : 질소함량 기준 50∼150mg/ℓ

  가축분뇨 원예작물 이용 기술 매뉴얼 제작 현장 보급

배 과원 사과 과원 복숭아 과원

 파급효과

  SCB액비 활용 질소 및 칼리 화학비료 대체 가능량 

-  질소 : 70∼130톤/천ha, 칼리 : 40∼100톤/천ha, 

-  화학비료 절감에 의한 생산비 감소 : 750백만 원/천ha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방안 제안으로 축산 및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

과원에서 SCB
1)

 액비 활용 관비 기술 

 Fertilization technique using SCB liquid fertilizer in orchard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진면, 031-290-6222, a1542627@korea.kr

 1)   SCB(Slurry Compost)액비 : 가축분뇨를 퇴비단 여과를 거쳐 만든 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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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연구 배경

  우리나라 연간 농산부산물 생산량은 약 6,265천톤

-  사료화 이용 시 배합사료 1,714천톤 대체 가능 

  농산부산물의 사료화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녹색성장 주도

 주요 연구성과

  농산부산물 등 사료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사료급여체계 표준화

-  한우의 성장단계별 사양체계 설정 및 원료사료 사료가치 D/B 제공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 경영체(자연채 600, 강소농 농가) 기술 지원

-  농산부산물 원료 평가 및 TMR 사료 품질관리, 사양프로그램 제공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 44%('09) → 69('11)

✽전국평균 45%

  지역별 선도농가(강소농 농가) 발굴, 거점농장으로 육성

-  경북 구미(3), 경남 진주, 전남 순천, 충남 대전, 경기 강화 등 7개 농장

기술지원 효과, 육질개선 자연채 600 기술지원 봉화한약우 기술지원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는 연간 445억 원, 유효기간 20년으로 총 8,897억 원

-  두당 10∼25%의 사료비 절감, 10∼20%의 육질개선 효과(이암허브 용역결과)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Production of Hanwoo TMR using agricultural by-product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오영균, 031-290-1665, oh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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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다양한 부산물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필요

  기능성식품 산업육성에 따른 유용물질 함유 부산물 발생량 증대 예상

-  2017년까지 기능성식품 4조원 산업으로 육성 계획(농식품부)

 주요 연구성과

  농산부산물 사료가치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  반추가축 사료용 정보 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보급

-  농산부산물의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운영 및 사료가치 정보 제공

  유용물질 함유 부산물 원료 평가 및 단위가축 사료 소재화 

-  천연 항산화물을 이용한 생산성 및 면역기능 향상 기술 개발

✽감귤박 0.5%(헤스페르딘 150ppm수준) : 육성돈 혈중 면역글로블린 증가

✽구멍갈파래(혈액 항산화활성 19%P 증진), 홍삼박(산란율 6%P 개선) 닭 사료화

 파급효과

  부산물 사료정보 제공 및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부산물 이용농가 증대

  기능성 부산물 사료화로 가축 건강 증진 및 농가 이익 증대

농산부산물 DB구축 및 유용물질 활용 

Information service on agricultural by-products and development of feed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홍준기, 031-290-1619, john8604@rda.go.kr

구동화면 직거래장터 홍삼박 급여효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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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가축 장내발효 메탄배출량 측정 및 배출 저감제

 연구 배경

  우리나라 축종과 사양 환경에 맞는 메탄 배출량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확정 발표(’09. 11)

-  가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저감 연구 필요성 증대

 주요 연구성과

  반추동물의 장내발효 메탄배출 인벤토리 구축

-  한우의 사양시기별 메탄배출계수(CH4 head-1 yr-1)

✽암소 육성우 : 29.7kg, 성빈우 : 38.6kg, 육성기 거세우 : 28.4kg, 비육우 : 50.9 kg 

  천연물질 또는 중쇄지방산을 이용한 메탄 저감 기술 개발 

-  AIT(allyl isothiocyanate) 함유 식물 추출물(배추) : 메탄 57% 감소

-  유기황 화합물 함유 식물 추출물(갓) : 메탄 55% 저감

-  Lauric acid의 급여 시 평균 약 27% 메탄 발생량 감소

축종별 메탄 배출 예측량 배추의 메탄 저감 효과 Lauric acid의 메탄저감효과

 파급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

  국내 고유 활동자료 근거, 반추동물 장내발효 계산법 변경 : Tier 1 → Tier 2

Estimation of methane production from rumen fermentation and development of 
methane-reducing substance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김경훈, 031-290-1698, kh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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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질병전파 위험반경 내 가축의 처분 불가피

-  ’10. 11월 이후 우제류 2.3백만 두와 조류 3백만 수를 살처분

  살처분 가축 매몰 시 토양, 지하수 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문제 발생 우려

 주요 연구성과

  사축 처리기술 개발

-  이동형 살처분 대상축 처리장치 : 특허출원(’11. 3)

-  조립식 밀폐형 사축 처리장치(200톤 규모) 처리효율 평가 

✽경북 청도(돼지 약 1,000두), 전남 영암(닭·오리 6만수)

  사축 매몰지 환경개선기술 개발

-  사축 매몰 SOP를 준용한 Pilot 매몰지 연구(비육돈 45두 매몰)

✽악취농도 및 침출수 특성평가, 매몰지 해체 후 내부관찰(사체 분해율 평가)

-  매몰지 사체 분해특성 평가

✽물질수지 분석을 통한 사축 분해율 및 침출수 발생량 평가장치 개발

이동형 사축처리장치 조립식 밀폐처리장치 사축 매몰지 연구 사축 분해율 평가 

 파급효과

  사축 처리기술 개발로 살처분 가축의 효율적 처리방안 제시

  사축 매몰지 내 사체분해 특성 구명으로 매몰지 환경개선

사축(死畜) 친환경 처리기술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mortality disposal system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안희권, 031-290-1716, hkahn@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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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악취 저감기술을 조합한 돈사 악취 제어

 연구 배경

  돈사악취 요인은 사료종류, 분뇨성상, 분뇨처리 형태 등 다양

-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230여종의 복합악취로 구성

  악취방지법(’05) 시행에 따른 축산업 규제 및 민원 증가

-  양돈 관련 악취 민원(약 54%) 증가로 축산농가 부담 가중

 주요 연구성과

  국내 최초 돈사 주요 악취물질 저감법 제시

-  고추냉이 활용 악취저감 기술 개발 : 인돌류 45%, 페놀류 11% 감소

-  액비 재순환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 : 페놀류 71% 감소

 

악취저감사료
(관행사료+고추냉이 0.03%첨가)

슬러리 환경개선제
(슬러리+고추냉이 0.03%첨가)

액비 재순환
(슬러리 30%+액비 70% 처리)

악취저감사료 효과 슬러리 환경개선제 효과 액비 재순환 효과

 파급효과

  사료첨가제, 슬러리돈사 환경개선제 및 액비 재순환 이용을 통해 돈사악취 제어기술 제시

  돈사 공기질 개선으로 돼지 생산성 및 관리 인력 건강 증진

Control of pigpen odor using odor control technologies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조성백, 031-290-1712, csb6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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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존의 분말퇴비보다 취급하기 쉽고 기계화 시비에 적합한 퇴비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고 살포효율이 높은 비료보급이 시급함 

  가축분 퇴비의 품질개선 및 작물의 비료이용성 증대기술 개발이 필요함 

  가축분 퇴비를 펠릿화 하는 기술 및 장치 개발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가축분 퇴비 입상가공 기술 개발

-  가축분 퇴비용 펠릿화장치 개발 : 기존장치 대비 30%정도 비용절감

-  퇴비의 사전건조 필요성 감소(기존장치 : 수분 25%, 개발장치 : 수분 45%) 

 

입자 크기별 가축분 펠릿퇴비 형태

 파급효과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개선 및 기계화시비 효율 증대

  작물, 화훼, 과수, 산림 등 가축분 퇴비 신수요처 확대

  가축분 퇴비의 취급성 및 장거리 수송효율 개선

  퇴비의 펠렛화 기술 현장 활용 효율 증대 

가축분뇨 퇴비 펠릿화 기술 

Pelletizing of livestock manure compost

연구자 : 국립축산과학원 정광화, 031-290-1732, gwhaj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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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위성 식생지수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벼 수량 추정

 연구 배경

  국내외 주요 곡물 수량은 식량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임

-  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감시체계 기술 개발이 요구됨(곡물 수입국 5위)

 주요 연구성과

  MODIS 1 )  식생지수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벼 수량 추정

-  벼 생육 상황과 등숙기 기상정보를 이용

우리나라 쌀 수량 지도(2011) 쌀 수량 추정값과 통계자료간 비교

(’02∼’11)

 파급효과

  벼 생산량 조사와 농업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원격탐사 기술 지원 식량수급 정책 및 국가 농업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stimation of rice yield using satellite vegetation index and climate data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031-290-0344, syhong67@korea.kr 

 1)   MODIS : 미국 NASA에서 발사한 위성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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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시설재배지 염류집적으로 양분 불균형 및 작물 생육장애 발생

  토양에 집적된 염류를 작물의 양분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필요

 주요 연구성과

  토양 양분의 유효화 효율이 높은 킬레이트제 선발

-  DTPA : 토양 양이온, 인산, 미량원소의 수용성 함량 증대

  작물의 집적양분 흡수 및 수량 증대를 위한 킬레이트제 처리 방법 

-  오이 : 작물정식 1달 후 부터 DTPA 0.06mM 농도로 주 1회 관주

  작물 생육장애 발생 시 킬레이트제 처리 효과

-  질소과잉 등 양분불균형으로 생육장애 발생한 오이의 생육 회복 

염류 집적 생육장애 발생 킬레이트제 처리- 증수

  성과활용 : 라디오, 신문 등 30회 보도, 시설오이 재배지 킬레이트제 처리(영농활용)

 파급효과

  킬레이트제 기술 적용으로 농가의 소득 향상(약 150만 원∼230만 원/10a)

  토양 집적양분 재활용 기술로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 경감

시설재배지의 집적양분 재활용을 위한 킬레이트제 처리

Chelating agent application to reuse the accumulated nutrients in plastic film house soil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명숙, 031-290-0329, msk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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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친환경 맞춤형 시비관리

 연구 배경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시비관리체계 확립필요

-  토양진단에 따른 시비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 지원 필요

  맞춤형비료 공급으로 관행시비에 비해 15∼20% 비료사용량 절감 목표

 주요 연구성과

  맞춤형 시비관리를 위한 흙토람 활용 교육 지원 

-  전국 시·군 토양검정 담당자 시비처방 프로그램 활용(3회, 101명)

  맞춤형비료 시용효과 평가 및 신규 비종 설계

-  맞춤비료 시용에 따른 벼 생육 및 비료 절감효과 평가(5개소)

-  간척지 및 밭작물 재배를 위한 신규 비종 설계(정책제안)

  소면적 재배 소득작물 시비기준 신규 설정 

-  자두, 무화과에 대한 시비기준 신규 설계(영농활용)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비료사용량 절감효과 간행물 발간 신규비종 설계

 파급효과

  농업 녹색기술 관련 정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  맞춤형비료 사용으로 농가 관행시비에 비해 비료 사용량 16.9% 절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주요 작물 표준시비량 설정

-  시비 처방 작물수(누적) : (’10) 107작물 → (’11) 109 

Environment-friendly fertilization management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종식, 031-290-0314, jongs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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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저비용·저에너지·저탄소 벼 무경운 직파재배의 체계적인 연구 미흡

  입모율 저하 및 잡초방제 불량 등으로 수량성 크게 감소되어 지속적인 필요

 주요 연구성과

  입모율, 잡초방제 및 물절약형 동계초생피복 벼 무경운 건답직파 재배일정 설정

-  파종기 : 4월 20일(평균기온13℃)∼5월 5일(평균기온16℃)

-  물관리 : 5월 25일 이후 2∼3일 간격 간단관개

-  제초제 : 6월 1일∼6월 5일경 처리

⇒ 벼 적정입모(120개/㎡) 확보, 제초작업 2회 → 1회, 벼 수량 관행의 97% 확보 가능

동계피복 벼 무경운직파 파종 동계피복 벼 무경운 직파 생육

 파급효과

  저비용·저에너지·저탄소 벼 재배법 제시 

→ 기계이앙 대비 약 50% 경영비 절감 

  금후 기후변화와 관련 물 부족시 벼재배 양식별 물절약 대책 기술 제시

  벼 재배 지역 농업용수 절감 : 연간 15.6억톤/892천ha 관개용수 절약

동계피복 벼 무경운 직파 재배에서 효율적인 물관리 방법

Effective water management in no-tillage rice seeding cultivation covered with 
winter green manure crop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성기영, 031-290-6786, seong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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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경사지 토양 및 양분유실 경감 기술

 연구 배경

  강우 등에 의한 경사지 밭의 심각한 토양유실로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보전 기술이 필요함

  토양유실은 다량의 양분 동반으로 수계오염은 물론 양분유실에 의해 지력이 저하됨

  경사지 옥수수 무경운 재배지에서 녹비작물 이용에 의한 토양침식 및 양분유실 경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경사지에서 옥수수 파종 전 콩과녹비작물별 생체피복 효과 

-  유거수 경감 효과 : 헤어리베치 17%, 크림손클로버 20%

-  토양 유실량 경감 효과 : 헤어리베치 93%, 크림손클로버 91%

  경사지에서 옥수수 파종 후 콩과녹비작물 생체피복 효과

-  유거수 경감 효과 : 헤어리베치 42%, 크림손클로버 36%) 

-  토양 유실량(헤어리베치 99%, 크림손클로버 98%)을 경감시킴

관 행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파급효과

  콩과녹비작물 생체피복에 의한 환경보전에 기여 : 토양유실량 91∼99% 경감

  화학비료 및 연료비 절감

Alleviation of soil erosion and nutrient loss in sloping area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용환, 031-290-6774, leeyh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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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면적 증가

-(’98) 4천ha → (’00) 46 → (’05) 105 → (’10) 144

  녹비작물 종자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10) 6,676톤(헤어리베치 2,320톤, 96억 원)

 주요 연구성과

  헤어리베치 종자채종을 위한 적정 파종시기 구명

-  10월 상순 파종은 9월 하순 및 10월 중순에 비해 종자생산량이 약 10% 높았음

  헤어리베치 채종재배시 적정 파종량 구명

-  헤어리베치 2kg+지지식물(밀) 2kg/10a 

  10월 5일 파종된 헤어리베치의 시기별 생육상황

4월 20일 5월 2일 5월 27일

 파급효과

  헤어리베치 종자수입 대체(’11) : 96억 원 

  헤어리베치 채종효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 181,360원/10a

-  헤어리베치 가격 : 3,934원(’10) 농림수산식품부 입찰가격 

✽ 증가되는 이익 : 헤어리베치 46.1kg × 3,934원 = 181,360원

헤어리베치 채종 재배시 적정 파종시기 및 파종량

Optimum seeding date and rate for seed production of hairy vetch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민태, 031-290-6775, kmt61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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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밀 재배시 크림손클로버 혼파에 의한 비료절감 및 잡초발생 경감

 연구 배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절감 기술이 필요함

  친환경적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녹비작물 이용 비료절감 기술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친환경 밀 수량성 확보 및 비료절감 재배법 

-  밀 10kg/10a과 크림손클로버 1.5kg/10a 혼파 후 추비 

 → 관행시비 대비 91% 수량성 및 질소 50% 절감할 수 있었음

  친환경 벼 수량성 확보 및 비료절감 재배법 

-  녹비보리 10kg과 헤어리베치 4kg을 혼파

→ 관행시비 대비 쌀 100% 수량성 확보 및 화학비료 대체 가능

 파급효과

  친환경 식량작물 재배지에서 화학비료 절감 : 질소 50%, 인산과 칼리는 100% 절감

  녹비작물 우점에 의한 잡초방제 효과 : 밀 재배지에서 60∼80% 잡초방제

Effect of fertilization and weed reduction on wheat-crimson clover mixture in pland soil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원태, 031-290-6783, jeon0ta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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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알팔파 바구미의 친환경 관리는 자운영과 헤어리베치의 안전 및 안전생산의 선결조건

  알팔파 바구미의 발생 및 방제시기 결정은 1∼4월의 누적 평균기온과 밀접

 주요 연구성과

  누적 평균기온을 이용한 알팔파 바구미의 방제시기 결정

-  방제시기 : 1∼4월의 누적 평균기온 40℃ 시기 

-  연도별 누적 평균기온 40℃ 시기 : ’10년 4월 상순, ’11년 4월 중순

연도간 누적 평균기온 비교 녹비작물 피해율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1회 처리에 따른 방제효과

-  방제효과 우수 친환경 유기농자재 : 응삼이, 왕중왕에코, 무충지대 등

-  처리시기별 방제효과

 · ’10년 : 4월 상순(75∼80%)>4월 중순(73∼78%)>4월 하순(68∼73%)

 · ’11년 : 4월 중순(72∼74%)>4월 상순(66∼70%)>4월 하순(70∼73%)

 파급효과

  알팔파 바구미 적기방제로 녹비작물 생체량 증가 및 화학비료 절감

-  녹비작물 생체량 30∼60% 증가, 화학비료 절감(3%이하)

녹비작물 가해 알팔파 바구미의 친환경 관리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alfalfa weevil on green manure crop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배순도, 055-350-1272, baes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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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경사밭 토양보전을 위한 최소(부분) 경운농법 

 연구 배경

  고랭지 경사 밭에서 여름철 집중강우 시 경운작업에 의한 토양교란으로 토양유실 가중

  경사 밭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관리방법 개선 필요

 주요 연구성과

  GPS 속도신호에 따라 부분경운+파종+시비 일괄 동시작업

-  경운작업(깊이10cm, 폭10cm) 속도에 따라 파종량과 시비량 자동조절

-  메밀 및 녹비(호밀, 헤어리베치 등) 재배에 부분경운 파종기술 적용

· 작업시간 3.5시간/ha 절감, 연료비 16.9리터/ha 절감

 부분경운 작업기 구조 및 파종장치 경운방법별 토양 유실량

  성과활용 및 실용화

-  산업체 기술이전 

-  국제 농기계 박람회 시연 및 2011년 농공상 융합 기술이전 설명회 발표

 

 파급효과

  작업노력 및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로 적용

-  경운작업노력 57%, 연료비 40% 절감 

  경사 밭 토양보전으로 농업의 지속성 유지 및 환경오염 경감

Application of reduced tillage with a strip tiller and its effect on soil erosion 
reduction in sloping land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정태, 033-330-1920, jt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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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요구 증가 : 친환경 인증 (’01) 5천 → (’10) 194천ha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00) 382 → (’07) 340 → (’10) 232kg/ha

  토양염류(적정기준 대비 84% 과다) 해소를 위한 녹비작물 이용 검토 필요

 주요 연구성과

  시설 상추재배에서 여름 휴한기 녹비작물 이용 화학비료 절감 기술

- 녹비작물 파종 및 재배기간 : 6∼8월(여름 고온기), 30∼40일

- 상추 시비추천에서 녹비 네마장황은 무시비, 하우스솔고는 50% 절감

  여름 휴한기 수단그라스 녹비 이용 토양 염류경감 및 물리성 개선

- 녹비작물 재배 전ㆍ후 토양염류 4.5 → 1.5 dS/m(66% 감소)

- 토양 물리성인 용적밀도, 토양경도, 입단함량 등 토양의 질(質) 향상

 파급효과

  녹비작물의 활용으로 시설 엽채류 재배에서 화학비료 50∼100% 절감 

- 화학비료 구입비용 절감 : 300 천 원/ha

  과잉으로 집적된 토양염류 해소와 토양 물리성의 개선

- 상추수량 10% 증대 기대 : 4,000천 원(2,000kg/ha 수량 증가 × 20천 원/10kg)

174 녹비작물 이용 시설상추 화학비료 절감 기술

Technologies using green manure to reduce chemical fertilizer in lettuce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임태준, 031-290-6263, taejun06@korea.kr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상추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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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해충 발생 증가

  새로운 해충의 확산양상, 정착가능성 예측 등 위험평가 필요

 주요 연구성과 

  새로운 해충(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경로 추적

 미국선녀벌레와 분포지역  갈색날개매미충과 분포지역 

☞  미국선녀벌레: 3개시군(2009년) → 27개시군(2011년), 도로변 중심 확산 

갈색날개매미충: 4개시군(2010년) → 12개시군(2011년), 서부지역 산림 주변 확산

  미국선녀벌레의 국내 정착가능성 예측

 정착 예측 프로그램 ‘크라이멕스’  미국선녀벌레의 연도별 정착가능지역 예측 

 파급효과

  새로운 해충의 적지예찰 및 확산저지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새로운 해충의 농작물 피해정도 및 관리기술 개발

새로운 해충의 국내 확산경로 추적 

Risk assessment of newly occurred or invaded insect pest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관석, 031-290-8480, gslee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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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선충병의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 배경

  기후변화 및 연작재배에 따른 선충병 발생 및 피해 증가

  난방제 선충병의 신속진단 및 효율적인 친환경 방제대책 확립

 주요 연구성과 

  새로운 난방제 기생선충 피해진단 및 발생분포 조사

-  배추클로버씨스트선충 : 태백시 11개 포장 발견 긴급방제(관리급선충)

씨스트선충 피해 씨스트선충암컷 토양내 수직분포

  천연물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뿌리혹선충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녹비+태양열소독 무처리 버섯폐상 퇴비의 효과

 파급효과

  난방제 선충병의 피해 진단 및 분류동정 기술 확립

  선충병 피해경감을 의한 방제기술 개발로 지속농업에 기여

Diagnosis and control of plant-parasitic nematod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재국, 031-290-0433, jk2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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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침입해충인 꽃매미의 돌발적 대발생에 따른 피해 증가

  원산지 천적의 도입을 통한 항구적 밀도억제 대책 추진

 주요 연구성과 

  도입 유망 천적자원의 탐색 도입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유망한 천적자원인 벼룩좀벌을 국내에 도입

-  천적연구실에서 대량 증식 중(연간 최소 20,000개체)

 

꽃매미 유충(아래), 
성충(위)

중국의 꽃매미 천적상 청취  발굴된 유망 천적자원, 벼룩좀벌

☞ 벼룩좀벌은 중국에서 최고 60%의 꽃매미 알에 대한 기생률을 보임

 파급효과

  벼룩좀벌 생태계 정착으로 꽃매미 항구적 방제

-  꽃매미 방제비 절감 : 연간 50억 원/2,765ha (2009년 발생면적 기준)

  도시 가로수 미관 개선

천적을 이용한 꽃매미의 생물적방제

Biocontrol of lanternfly using natural enemy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만영, 031-290-8558, choimya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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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식물 면역활성 기반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연구 배경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소비가 증대

  면역 활성 미생물제 생산 및 무독성 친환경 생화학농약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식물면역 유도 미생물의 고활성 dipeptide를 친환경 작물보호제로 개발 

Cylic peptide H7 처리에 의한 오이무름병균 억제효과

  작물 생육촉진, 내재해성 증가 및 식물병 방제 기능 미생물 개발 : 바실러스 BS07

BS07의 고추역병 억제 BS07에 의한 고추과실 비대 BS07에 의한 담배의 
저온스트레스 저항성 증가

  성과활용 및 실용화

-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살세균제 시장 규모 : 5억불 규모 중 50% 점유 목표

  식물병 방제와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증강제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파급효과 

  식물 면역기능 활성화 기반의 미생물제제 산업화 및 지자체 보급

  수출상담 : 일본, 말레이시아 등

Development of ISR elicitor from peptides produced by Bacillu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경석, 031-290-0424, kspark33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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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벼,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수량 감소 및 쌀 품질 저하 요인이 됨

  벼와 보리, 비산포자에서 분리된 병원균이 맥류에 병원성을 보였으며 06∼08년 3년간

발생실태 조사결과 0.32∼20.8%의 발생을 보였음

 

 주요 연구성과

  벼·맥류 붉은곰팡이병 간편 진단용 키트 

-  특이 프라이머가 포함된 식량작물(벼,맥류) 붉은곰팡이병원균 진단용 PCR pre-mixture 제작

-  450bp의 증폭생성물로 진단

 

그림 1. PCR mixture의 반응 결과. Lane 1~6, F. graminearum 
genomic DNA; N, no template control 

 파급효과

  붉은곰팡이병원균의 신속 정확한 예찰자료 확보 : 반응 준비시간 83% 감소

  병 발생의 조기 정밀예찰정보에 의한 적기 대응으로 병 발생피해 최소화

벼·맥류 붉은곰팡이병 진단용 키트

Convenient detection kit for Fusarium blight disease on rice, wheat and barley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오인석, 031-290-6780, ohinse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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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콩 육묘이식 재배에 의한 모잘록병 및 새피해 경감

 연구 배경

  벼 대체작물로 콩 논 재배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친환경재배 증가

  논콩 재배에서 적정한 입모 수 확보가 중요하나 모잘록병 및 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

 

 주요 연구성과

  콩 육묘이식 재배 기술을 이용

-  직파재배에 비해 모잘록병 발생 65%이상, 새 피해 85%이상 경감 

→ 친환경 콩 재배 시 입모 수 및 초기생육 확보

 

콩 포트육묘 모습 콩 육묘이식 재배 광경

 파급효과

  콩 친환경재배지 유묘기 병 발생 및 새 피해 경감으로 입모 수 확보 및 초기생육 증대

  화학합성농약 사용 및 방제노력 절감으로 현장애로 해결

   콩 친환경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The effects of soybean pot raising seedling for environment friendly rice cultivation 
and double cropping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동범 031-290-6790, shindb@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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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기후 변화로 고온성 병해인 세균 벼알마름병 대 발생이 예상됨

  본 병원균은 종자 전염성 병으로 건전종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방제임

  세균 벼알마름병 예방을 위해서 신속, 정밀한 병의 진단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세균 벼알마름병 진단효율 증가

-  병원균을 분리하지 않고 벼 종자에서 직접 진단이 가능

⇒ 유전자 진단키트 이용 시 진단효율 38% 증가(병원균 분리 진단 대비)

   세균 벼알마름병 유전자 진단키트 이용 병원균 밀도 간이 측정 가능

 

 

 

 세균 벼알마름병 유전자 진단키트 유전자 증폭 횟수 이용 병원균 밀도측정

M 1 2 3 4 5 6 7 8 9

20Cycle

30Cycle

40Cycle

 파급효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

-  신속 정밀한 진단으로 적기 방제 시 벼 등숙률 10%이상 향상 효과

   기술이전 및 산업화

-  개발기술을 바이오벤처기업에 이전으로 연간 매출 10,000천 원 이상 증가

세균 벼알마름병 유전자 진단 키트

PCR detection kit for bacterial grain rot of rice Burkholderia glumae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노태환, 063-840-2179, nohtw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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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함초 퉁퉁마디뿔나방 방제

 연구 배경

   최근 간척지에서 재배되는 퉁퉁마디(함초)가 신소득작물로 이용되고 있음

   퉁퉁마디(함초) 재배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퉁퉁마디뿔나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기술에 대한 

정보 없음

 주요 연구성과

   퉁퉁마디(함초)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퉁퉁마디뿔나방 체계적 방제법

✽ 처리된 친환경농자재명 : 수도응삼이

-  방제법 : 6월 상순, 7월 상순, 8월 상순에 친환경농자재 3회 처리(방제효과 86.5%)

퉁퉁마디뿔나방 유충 피해받은 함초 건전한 함초

 파급효과

   퉁퉁마디(함초) 퉁퉁마디뿔나방에 대한 친환경 관리 수립으로 생산량 30% 증가

-  퉁퉁마디 생산량(ton/ha) : 9.2(무방제) → 13.1(친환경농자재)

✽ 경제적 이익 : 2,735,700원/ha

Control of Scrobipalpa salinella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in 
glasswort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백채훈, 063-840-2293, paikc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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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현재 주요 해충의 발생예찰은 대상 해충별 각각의 트랩을 사용하고 있음- 달팽이는 달팽이 

트랩, 나방류는 펀넬, 윙트랩, 노린재는 통발 및 펀넬트랩

   각각의 트랩들을 구입하고 설치 및 철거시 비용 및 노동력이 많이 듦

   트랩 하나로 다양한 해충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범용트랩 개발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콘트랩 하나로 달팽이류, 나방류 및 노린재류를 모두 유인 포획 가능

   주요 해충에 대한 콘트랩의 유인효과(마리/트랩)

-  달팽이 : 달팽이 트랩인 YARI-S-1 및 사각트랩 대비 각각 9.6% 및 2배 우수

-  나방류 : 펜넬트랩 대비 담배거세미나방 33.2% 높고 파밤나방은 비슷함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통발트랩 및 펀넬트랩 대비 각각 19.2% 및 31.6% 우수

 파급효과

   트랩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해충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트랩 구입을 위한 농가부담 감소

   산업화 가능성

-  연간 트랩 수요량 = 트랩 이용 가능 작물 재배면적 628,000ha×사용비율 10%×ha당 25개 

×1/3(3년 1회 교체) = 1,570,000개×1/3 ≒ 520,000개

-  제품 판매금액 : 520,000개 x 8,000원 = 41.6억 원/년 

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용 다용도 콘트랩 장치 

Multipurpose cone trap development for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insect pes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현주, 055-350-1270, yaehyun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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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감자 더뎅이병 방제를 위한 녹비작물 

 연구 배경

   감자 더뎅이병은 씨감자 및 토양전염성 병해로 방제가 매우 어려움

   현재 남부지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2기작 재배지대 등 전국적으로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나 등록된 약제가 없음

 주요 연구성과

   감자 더뎅이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선발 : 헤어리베치, 호밀, 알팔파

-  효과 : 방제비용 21.4∼37.8% 절감, 상품수량 56∼68% 증대

녹비재배에 의한 더뎅이병 발병도와 상품수량

호밀재배(좌)와 무처리(우)의 더뎅이병 발생 정도(상품: 각 그림의 좌측)

 파급효과

   감자더뎅이병 발생 감소와 상품수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

-  헤어리베치 재배시 1,065,185원/10a, 호밀 재배시 964,855원/10a

Selection of green manure crops for control of potato common scab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점순, 033-330-1980, kimjs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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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최근 기상변화, 연작연수 증가에 따른 양파 주산지 병해충 피해 다발생

   방제하기 어려운 노균병에 대한 발생원인 및 방제시기 예측 기술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양파 노균병 1차 감염원인 난포자 관찰로 토양전염 피해 원인 구명

-  노균병 피해잎 병반부에 난포자가 70%이상 존재하여 토양전염원이 됨 

   양파 노균병 2차 감염 포자 발생 및 방제적기 예측

-  온도 : 월동 후 평균기온 8∼10℃, 유주자낭(분생포자) 발생 → 예찰 철저

-  주변식물 : 농가 주변 목련꽃 개화기에 유주자낭(분생포자) 다발생 → 방제개시

월동후 반순별 평균기온 예측 : 8∼10℃ 주변식물 생태 이용 예측 : 목련꽃 개화

 파급효과

   친환경재배에 활용 : 수확기 이병잔재물 제거로 1차 노균병 발생 경감

   방제횟수 절감 : 월동 후 생육초기 2차 노균병 적기방제 7회(관행) → 3회 방제 

양파 노균병 1, 2차 발생 원인 및 방제시기 예측

Prediction of control time against downy mildew in onion fields related to 
magnolia blossom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최인후, 061-450-0190, inhu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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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원예작물 토양전염성 병원균 진단용 프라이머 

 연구 배경

   기후온난화와 원예작물의 집약재배로 토양전염성 병해 피해 증가

   토양병 확산에 대응하여 진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절실

 

 주요 연구성과

   배추 뿌리혹병 진단용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특허출원)

-  배추에 발생하는 뿌리혹병 1종(Plasmodiophora brassicae)을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 4종 개발 

   고추 역병 종 구분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특허출원)

-  고추 역병균(Phytophthora capsici)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 1종 개발

 

배추 뿌리혹병 유전자 진단 고추 역병 종 구분

 파급효과

   배추 뿌리혹병 및 고추 역병에 대한 진단효율 증대

   토양전염성 병원균 신속 검출 및 진단을 통한 고품질 안정적 생산에 기여

PCR primers for specific detection of soil-borne pathogens on horticultural crop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경숙, 031-290-6233, kshan9@korea.kr



22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87

 연구 배경

   천적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추세

-  미래 곤충산업육성을 위해 5년간 1,100억 원 투자(’11, 농식품부)

-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이상) 비율 확대 : (’09) 5%→ (’15) 12%(농식품부)

 

 주요 연구성과

   응애류 토착천적, 응애혹파리 대량증식 기술 개발

-  온도별 발육기간, 수명, 포식수, 산란기간 등 생태 구명

-  기주곤충(점박이응애), 기주식물(접시꽃, 강낭콩) 등 대량증식 효율 증진 기술 개발 

응애혹파리 유충 오이 천적 현장평가회 수박 천적 현장평가회

   시설오이 해충의 천적 이용 방법 모델 개발

-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등 7종 천적 이용 해충 5종 방제 기술 개발

   시설수박 해충의 천적 이용 방법 모델 개발 

-  총채가시응애 등 8종 천적 이용 해충 5종 방제 기술 개발

   시설상추 해충의 천적 이용 방법 모델 개발 

-  곤충병원성 선충 등 6종 천적 이용 해충 4종 방제 기술 개발

 파급효과

   토착 천적자원 개발로 로열티 절감 및 수출 산업 육성

-  토착천적 총채가시응애, 곤충병원성 선충은 수출 경쟁력 우수 

   관행재배 대비 생산량은 80∼90% 수준이나 소득은 20% 향상

-  평균 소득 대비 1.2∼1.3% 향상 : 17,100천 원/10a(오이)∼29,080천 원/10a(수박) 

✽ 소자본 소면적(20a) 무농약, 유기농 오이 : 1년 3작기 1.5∼2억 소득

토착천적 자원 및 천적 이용기술 

 Indigenous natural enem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model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형환, 031-290-6227, hhkim8753@korea.kr



Agenda   11   
친

환
경

·
자

원
순

환
  농

업
 기

술
 개

발

221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188 농업현장용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 

 연구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변종 또는 돌발 바이러스 피해조기예방 필요

-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바이러스 진단

-  개발된 현장진단용 키트의 전국 분양 및 현장진단

 주요 연구성과

   진단키트 개발 : (’06) CGMMV → (’07) ZGMMV → (’08) KGMMV → (’09) CMV → (’10) TMV 

→ (’11) MNSV-M, MNSV-W, TBSV, TSWV-RIGS 개발

장진단용 RIGS 키트 진단키트의 현장 활용

   진단키트 전국 보급 

-  전국에 분양한 진단키트 RIGS 보급 수량

년도 계 CGMMV ZGMMV KGMMV CMV TMV

2007 3,080 3,080 

2008 2,400 1,900 500 

2009 5,150 3,900 750 500 

2010 7,080 3,020 500 500 3,060 

2011 10,080 3,020 510 510 4,020 2,020 

계 27,790 14,920 2,260 1,510 7,080 2,020 

 파급효과

   원예작물의 바이러스병을 현장에서 진단하여 바로 방제 대책을 시행하므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로 농가소득 안정화

   오이 하우스 재배시 RIGS 진단키트를 이용한 바이러스병 예방으로 약 720천 원(1,800평 기준 : 

40천 원/평)의 피해 절감 효과 

Rapid immuno-gold strip(RIGS) for virus detection in horticultural crop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점덕, 031-290-6257, jdcho@korea.kr





에너지 절감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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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LED의 농업적 이용기술 

 연구 배경

   광환경 개선에 의한 시설재배지 생산성·품질향상 기술개발 시급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LED 이용 작물재배 신기술 개발

 주요 연구성과

   농가보급형 LED 광처리장치 및 전조재배 기술개발

-  적색 LED를 이용하여 잎들깨, 국화, 딸기를 전조재배하면 백열전구 대비  전기에너지를 70% 

절감하고 생산량과 상품성을 10∼20% 높일 수 있음

 신개발 적색 LED 장치를 이용한 광처리
 

단동하우스 연동온실  노지·과수원

   특허등록

-  농가보급형 작물의 광질제어장치 3종(중국 1, 한국 2) : ’11.3

 

 파급효과

   농업 전기에너지 절감 : 127억 원/년(3천3백만kWh/년)

   농업생산액 증가 : 311억 원/년(잎들깨 61, 국화 54, 딸기 196)

Technologies for agricultural utilization of LED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창, 031-290-0247, schongcb@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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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연구 배경

   국가 바이오매스 자원화 목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필요성 제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 이용모델 개발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 과제임

 주요 연구성과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부존량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

-  농업부산물별 이론적 메탄발생 가능량 추정 : 벼 등 23작물

● 바이오매스별 원소분석 ⇒ 이론적 메탄발생 가능량 추정 및 온실가스 환산량 산정
● 바이오매스 종류별 고위 발열량 분석 : 볏짚 등 농산부산물 27품목

⇒ 초본류 17작물, 과수 6작물 : 농업부산물의 에너지 부존량 산정

☞ 온실가스 잠재 감축 가능량 추정 ⇒ 바이오매스 자원관리 체계 구축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잠재 발생량과 에너지 잠재 부존량 산정

바이오매스 잠재발생량(천톤/년) 에너지 잠재 부존량(천톤/년)

 파급효과

   지역간 물질순환 이용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바이오매스 수립·자원화·이용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자원의 인벤토리 구축

Establishment of biomass invento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우균, 031-290-0239, park890@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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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화력발전소 폐열이용 시설원예 난방시스템 

 연구 배경

   화력발전효율은 40% 수준으로, 발전 사용연료의 연소열 중 60%는 터빈냉각수 등으로 버려지고 

있음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난방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의 부식성과 온도 특성을 고려한 가변형 폐열회수장치 개발

※ PE 파이프를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하여 내부식성 향상 및 제작비용 절감

   장기사용 시 내구성을 고려한 히트펌프의 안전제어방법 채택

   시스템 난방성능계수 : 4.0 이상

 파급효과

   경유난방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 87% 절감 

   경유난방 대비 CO2 배출 62% 저감

Greenhouse heating system using recycled heat from thermal power plant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영선, 031-290-1811, rys041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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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연구 배경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원예 난방시스템 설치비용 최소화 요구 

   풍부하고 안정적인 강변수를 이용한 시설원예 난방시스템 개발 필요

-  강변여과수 열원 이용온도 : 12∼18℃ 

 주요 연구성과

   강변여과수를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  온도분리 축열조 : 단열격판을 이용 히트펌프 성능계수 향상

-  이물질 제거장치 : 수질로 인한 시스템장애 요인 제거 및 내구성 향상

 파급효과

   투입전력량 대비 3배 이상 효과 및 면세경유 대비 난방비 85% 절감 

   지열히트펌프시스템(수직밀폐형)대비 설치비 30% 저렴

여과수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 난방시스템

Greenhouse heating system using ground filtration water source heat pump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문종필, 031-290-1823, jpmoon200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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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왕겨에너지를 이용한 농가용 벼 건조시스템 

 연구 배경

   쌀 생산 시 건조공정에 총에너지의 56.5%가 투입되고 있음

   벼 건조용 화석연료를 왕겨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필요

 주요 연구성과

   왕겨에너지를 이용한 벼 건조열풍 발생 및 공급장치 개발

왕겨이용 
벼건조장치

연소로 내부

왕겨공급부

열교환기

연소로

왕겨이용 벼건조장치

 파급효과

   농가의 벼 건조 연료비용 최대 91% 절감

   벼 건조 에너지를 등유에서 왕겨로 대체함으로써 CO2 배출량, 면세유 공급에 따른 국고부담 절감 

기대

Grain drying system using rice husk energy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영진, 031-290-1830, yjkim@rda.go.kr



Agenda  12   
에

너
지

 절
감

 기
술

 및
 바

이
오

에
너

지
 개

발

22902 농업현장 대응 : 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

194

 연구 배경

   여름철 온실 내부의 고온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냉방기술 개발 필요

-  여름철에 온실 내부는 35℃ 이상인 날이 많아 정상적인 작물재배 곤란

-  에어컨과 같은 냉방장치는 설치비와 전기료가 비싸서 경제성이 없음

-  온실내부가 과습되지 않는 효율적인 포그냉방 제어기술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간헐식 포그분무제어장치 개발

-  포그 분무(ON)와 정지(OFF)를 일정한 시간씩 설정하여 반복하도록 제어

-  기온 35℃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로 작물생육에 적정한 환경 유지

-  간헐식 분무로 연속분무에 비해 분무에 사용된 물의 양 30∼50% 절약 

실험온실 간헐식 포그분무 제어장치 포그 정지 상태 포그 분무중

 파급효과

   다른 냉방시스템 보다 8배 이상 설치비 저렴

-  온실 냉방시스템 종류별 설치비용 비교(1,000㎡ 기준)

구 분 포그시스템 패드-팬 시스템 에어컨 지열히트펌프

설치비용(백만 원) 3 25 120 100

비율(%) 2.5 21 100 83

-  포그냉방을 이용한 멜론(‘넘버원’) 재배시험 결과 생산량 20% 증가

→ 시설면적 53천ha의 10% 보급시 시설원예 생산액은 1천억 원/년 증가

-  시설원예 생산량 및 품질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온실 포그냉방 시스템 

Fog-fan cooling system for greenhouse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남규, 051-602-2152, ecas21@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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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논 재배 유채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파종량 구명

 연구 배경

   CO2 저감 및 바이오디젤 원료확보를 위한 유채 재배 확대 필요

   밭작물인 유채의 재배지가 논으로 변화하는 등 급격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유채 논재배시 기존 권장 파종량(1.5kg/10a)보다 증량 파종(3kg/10a)

-  적기파종(10.14)시 27%, 만기파종(10.25)시 최대 82% 증수 가능

   파종량 증량에 따른 유채 입모상황 및 수량 변화

적기파종 시 파종량에 따른 수량변화 만기파종 시 파종량에 따른 수량변화

파종량
(kg/10a)

1.5 3.0

적기
파종

(10. 14.)

 파급효과

   남부지역 동계 유휴 논에 유채 재배로 농가 부가소득 창출 : 77천 원/10a

   바이오디젤 원료 국내 생산기반 구축 및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

Amount of seeding for stable production in paddy land cultivation of 
rapeseed(Brassica napus L.)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김광수, 061-450-0133, ajug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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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연구 배경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현황(디젤과 혼합) : (’07)0.5% → (’09)1.5 → (’11)2.0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수급현황(’09) : 약 283천 kℓ

-  국내산 28%(폐식용유 등), 수입산 72%(팜유, 대두유 등)

-  농·축산업 분야 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위기 대응 기반구축 필요

 주요 연구성과

   동물성 폐유지로부터 바이오디젤용 원료유 추출방법(특허 10-0140506 출원)

-  마이크로오븐 이용시 기름 추출수율(79∼93%) 및 산가(2.8∼8.3) 우수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 개선(특허 11-0079284 출원)

-  포화지방산메틸에스테르 저감을 통한 저온필터막힘점(CFPP) 개선- CFPP : 7∼8℃ ⇒ -10℃ 이하

   동물성 폐유지 바이오디젤 연소특성 검정

-  BD5 및 BD20의 화염크기, 가스온도, 및 연소효율이 경유와 유사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운점 분석

포화지방산메틸에스테르 
저감 전 FAME 분석

포화지방산메틸에스테르 
저감 후 FAME 분석

동물성 폐유지 
바이오디젤 연소시험

 파급효과

   축산 폐유지 이용으로 친환경 연료생산 및 수입에너지 대체

-  축산 폐유지 20만톤 이용시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량: 12.6만톤

-  20만톤(돈지, 우지) × 0.7(착유율) × 0.9(전환율) = 12.6만톤

동물성 폐유지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

Biodiesel from animal fat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이영화, 061-450-0125, yonghw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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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수/수단그래스 교잡 품종 

 연구 배경

   정부에서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를 2013년경 시행 예정

   정부의 미곡 생산 조정정책의 시행으로 휴경 논의 활용 필요

   비상시 벼농사 전환이 가능한 논에 일년생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품종 개발 필요

 주요 연구성과

   수수/수단그래스 교잡종인 품종 ‘그린스타’가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품종으로 적합

-  그린스타의 건물수량은 43.8톤/ha, 에탄올 발효율은 96.7%, 바이오에탄올 수량은 

  6,510ℓ/ha로 가장 우수함

수수/수단그래스 품종별 건물 및 에탄올 수량 교잡종의 줄기와 잎 비교

 파급효과

   수수/수단그래스 품종 ‘그린스타’를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바이오매스 작물로 1,000 ha 재배할 

경우 연간 휘발유 6,510천kℓ 대체 가능

   논에서 벼 대체 작물로 활용가능 : 사료용, 바이오에너지 원료용

✽ 수수/수단그래스 교잡종은 현재 사료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A sorghum-sudangrass hybrid biomass variety for cellulosic bioethanol production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061-450-0145, yhmoon@korea.kr



농식품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신기능성 농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한식 세계화 및 전통식품 활성화 기술 개발

03 소비자 농식품

농식품 안전관리 및 한식 세계화





농식품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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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엽채소류 대상 농약잔류 그룹화 및 플라즈마 활용기술 

 연구 배경

   엽채소류 병해충 방제용 약제부족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해소

   이온성 기체(플라즈마)를 활용한 농산물중 잔류농약 제거 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농약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인정을 위한 엽채류 그룹화 

   부적합 검출농약 대상 잔류량 저감을 위한 플라즈마 활용기술 개발(60종 농약 85%이상 분해) 

 파급효과

   현행 개별 작물 등록 대비 잔류시험 경비와 소요시간 50% 절감

   경제적이고 수확물 처리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경감기술 보급

Data grouping of pesticide residues for leafy vegetables and plasma application 
technologi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 031-290-0514, wideyun@korea.kr

상추 유사작물군 시금치 유사작물군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농약분해 정도(%) 플라즈마 발생기 개념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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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범지구적 차세대농업이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농업생산량을 보전하며 유기농업실천을 위한 화학농약 대체자원 요구 급증

   체계화된 천연작물보호소재 및 성분정보 등 고도화된 양질의 정보 요구 

 주요 연구내용 

   친환경농자재로 사용가능한 작물보호기능성 식물소재 정보 구축

   작물보호 기능성 차세대 후보 생물자원(미생물, 곤충) 정보 구축

   생물자원유래 작물보호 기능성분(살균, 살충, 제초, 페로몬) 정보제공

 → 작물보호기능의 상세정보조회를 위한 참고문헌 정리 및 검색

   현재 등록된 친환경농자재 검색기능 제공

 파급효과 

   친환경농자재개발의 Bottle-neck인 스크리닝 단계 최소화로 제품개발 촉진

   화학농약대체제의 다양화로 친환경농업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관행농산물 수입증대에 대응한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농업경쟁력 강화

작물보호 기능성 식물소재 통합 정보시스템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s natural crop-protect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달순, 031-290-0524, cds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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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농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1)

 체계구축

 연구 배경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농식품 안전성 관련 정도관리 시스템 확립

   도원 및 센터의 농식품 안전성 분석기관의 측정능력 향상

 주요 연구내용 

   정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 및 토양 중 중금속 분석 실습 및 비교숙련도 결과 공유를 위

한 워크숍 시행

숙련도 시험 관련 강의 중금속 분석 실습 정도관리 분석 결과 공유 

   정도관리 체계 지속을 위한 농산물 중 분석법 및 정도관리 지침서 및 분석법 영상물 발간 배포

농산물 중 정도관리 지침서 농산물 중 중금속 
분석법 영상물 

정도관리 분석 결과 

 파급효과 

   도원 및 센터 담당자 교체 시 일관성 있는 정도관리 프로토콜 유지

   농식품 및 토양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인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Building quality assurance systems for ensuring Agro-Food Safety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원일, 031-290-0527, wikim721@korea.kr

 1)   정도관리(精度管理) : 시험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 전·후 과정에 관여되는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체제



Agenda  13   
농

식
품

 안
전

성
  관

리
 기

술
 개

발

23903 소비자 농식품 : 농식품 안전관리 및 한식 세계화

201

 연구 배경

   농식품 안전성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 강화 

   최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인한 통관규제 사례 빈발로 수출 위축 등

경제적 손실 가중(’10, 12회, ’11, 11회)

 주요 연구내용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 9국가 25작물 9,032작물 사용가능 농약목록 및 안전정보 수록

수출용 농약사용지침 해외 농약잔류기준 의견안 안전성 컨설팅 및 교육지원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 설정(안) 작성제출(일본, 대만)

→ 일본 9작물 28농약 반영, 대만 3작물 21농약 의견안 제출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대외협력 지원

 파급효과 

   지침 및 해외 잔류기준 설정으로 무역 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촉진

-  년 100억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및 농약 당 3~4억 등록비용 절감+α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 사용지침 설정 및 해외잔류기준

Development of guidelines on pesticide  safety  and criteria of pesticide residues for 
export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제봉, 031-290-0503, jblee6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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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위해평가 및 GAP제도 개선 연구

 연구 배경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 섭취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생산-수확-유통단계의

미생물 위해평가 및 GAP제도 활성화 필요

 주요 연구내용 

   엽채류의 유통환경 조사 및 유해미생물 생장예측모델 개발(정책제안)

   포도 수확단계 유해미생물 증식차단 중점관리점(CCP) 제안(영농활용)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분석을 위한 표준 시험법 확립(정책제안)

   GA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GAP 인증절차 개선 등 정책제안 6건)

 파급효과 

   유해미생물의 오염경로, 생장예측, 저감법 확립 등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GAP제도 개선을 통한 GAP 인증 농산물 생산 및 참여농가 확대

Risk assessment of harmful microorganisms in food and study on improvement of 
GAP syste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병석, 031-290-0445, kim2000@korea.kr

식중독세균의 생장예측모델 포도 상처 Listeria 증식 

식중독균 선택배지 검증 APC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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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농산물에 오염되어 있는 유해미생물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오염 실태를 조사

   인체에 무해한 저감화 방법을 개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을 위함

 주요 연구내용

   식중독균 집단분석 및 식중독균 진단키트 개발(특허)

   박테리오파지와 박테리오신을 이용한 채소 썩음병 방제제 개발(기술이전)

   유기농자재 유해미생물 오염실태 조사(영농활용)

 파급효과 

   농산물의 식중독균 진단법 개발 보급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환경 친화적인 유해미생물 제어기술 개발로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

   유해미생물에 안전한 유기농자재 생산으로 식중독 오염 사고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 미생물 분석

Class analysis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for agro-food safety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reduction method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허성기, 031-290-0455, sunggiheu@korea.kr

농산물 분리 유해균 집단분석 식중독균 진단용 PNA 칩 박테리오신의 길항작용

부패균 용균 박테리오파지 퇴비 내 포도상구균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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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곡류의 붉은곰팡이 독성 균주 동정

 연구 배경

   붉은곰팡이병균은 오염작물의 경제적 가치 저하와 독소오염 야기

   국내 곡류의 오염실태 파악 및 오염곰팡이 신속 진단 기술 개발 필요

 주요 연구내용

   붉은곰팡이병균 균주집단 분석 및 신규의 미세표식자 마커 발굴 

→  3종의 동정 마커 개발: 붉은곰팡이병균(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의 국내종/외래종,

    독소화학형, 리니지 각각 구분(특허출원, 영농활용)

 파급효과 

   붉은곰팡이병균의 신속하고 간단한 진단으로 분석 시간 절약 효과

   오염시료에서 오염가능 독소의 예측 및 외래균주 오염여부 신속 진단

Identification techniques on cereal scab mycotoxic isolat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류재기, 031-290-0449, jgryu@korea.kr

곡류에서 분리한 붉은 곰팡이

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의 국내종과 외래종 
구분 마커

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의 리니지 구분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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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농약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분석방법 개발 및 제형설정 연구

   농약의 안전사용 유도를 위한 주요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사용실태 조사

 주요 연구내용

   신규농약 분석법 설정(Rimsulfuron 등 3종)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

연도별 단위면적당 벼 농약사용량 비교

 파급효과 

   농약의 부성분 및 유해성분의 정밀 분석기술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약 보급

   농약사용실태조사를 통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올바른 농약사용 유도

농약의 표준분석법 및 농약안전사용 실태조사

Standard analysis method and study on safe use of pesticid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나동수, 031-290-0574, ra54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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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친환경 유기농 자재 검토·평가 및 관리

 연구 배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자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로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여 사용농가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토양개량·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용 자재 검토·평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 6에 의거 수행하는 법정업무

 주요 연구내용

   친환경유기농자재 전문위원회 개최 및 제도개선

-  분야별 친환경유기농자재 전문위원회 운영 : 3회

-  농진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요령」전부 개정(’11.4.20)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11.10.20)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서류 검토결과

구 분 계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관리

신규
목록공시

적 합 280 173 107

부적합 88 52 36

계 368 225 143

등재사항
변경

적 합 11 6 5

부적합 1 - 1

계 12 6 6

공시기간
연장

적 합 258 126 132

부적합 14 9 5

계 272 135 137

 파급효과 

   안전한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Examination, estim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봉회, 031-290-0578, kimbh6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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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농약등록·평가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진국의 농약등록 가이드라인에 조화되는 약효

약해시험 방법 및 기준 설정 

 주요 연구내용

   식물바이러스 작물 보호제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  포장조건, 약제처리시기, 약제처리방법, 약조조사방법 등

   농약등록 약효·약해시험(포장시험) 

세부지침서 책자발간

• 살균제편(고추 역병 등 282종 대상병해) 

• 살충제편(깔다구 등 103종 대상해충)

• 제초제편(논 제초제 등)

 

   병·해충·잡초 적용대상별 농약품목등록현황 책자발간 

 파급효과 

   농약의 생물활성 등록 및 평가기준의 합리적으로 개선으로 우수농약 선발 유도

   표준화된 병해충·잡초별 약효시험 세부지침 설정으로 등록시험의 오류 및 신뢰성 확보

농약의 약효·약해시험 및 평가기준의 선진화

Advancement of evaluation criteria of effect and harm of pesticides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문병철, 031-290-0581, moonb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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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실험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 배경

   동물보호법에 의거 세포 및 또는 실험동물 크기축소 등 대체시험법 개발 

   농약등록 시 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독성시험의 제도화 필요 

 주요 연구내용

   피부자극성 및 피부감작성 대체시험법 확립 

구 분 동물시험 대체시험

피부
자극성

토끼 인공피부(세포) 잇 점 

□토끼 → 세포

□6 마리 → 세포

□7일이상 → 4일

□피부(도포) → 세포

□피부반응 → 세포생존율

피부
감작성

기니픽 마우스(크기축소) 잇 점 

 
 
 
 
 

□기니픽 → 마우스

□40마리 → 20마리

□20일이상 → 6-8일

□피부(도포) → 귀(도포)

□피부반응 → ATP측정

 파급효과

   실험동물 사용 수 감소 및 세포시험으로 동물보호에 기여

   세포이용, 시험기간 단축으로 시험의뢰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Development of alternatives to animal experiment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박경훈, 031-290-0590, sikyale@korea.kr



신기능성 농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Agend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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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영양·기능성성분 DB 및 국가 식품성분표 발간

 연구 배경

   식량·수급계획, 국민영양조사, 급식, 가공 등 식품자원의 영양·품질평가 기준 제시

   건강생활 추구 경향으로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성분표 수요 증대

 주요 연구성과

   식품자원의 영양기능성 성분 분석 및 DB 작성

-  아미노산 분석(’11) : 216종, 아미노산 17항목

 ⇒ 기능성성분표(아미노산편) 발간 : 1,585건(자체분석 및 국내외 인용자료) 

-  오미자에 함유된 리그난 DB 50종(자체분석 및 국내외 인용자료) 

   식품성분표(제8개정판) 작성 발간 : 2,757종 식품, 일반성분 등 19항목

   질환관리용 건강한 상차림 길잡이 작성 : 성인 다소비 식품 108, 음식 124종 

-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관리 영양정보 및 식생활 지침 제공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및 노인용 식사지침 리후렛 개발 : 2종

   성과활용 및 실용화 : 식품성분표(제7개정판) 기술이전 9건

 

 

식품성분표 기능성 성분표 맞춤형 성분표 노인용 식사지침 리후렛

 파급효과

   식생활 및 건강관리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 농특산물가공 등 산업적 수요 창출

   영양·기능성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대국민 영양기능성 정보 서비스 확대(http://koreanfood.rda.go.kr) 

Database of nutritional and functional food composition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조영숙, 031-299-0510, joys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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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복분자(산딸기)생산량 증가와 생과, 과즙, 주류의 형태로 유통되나,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함 

→ 생산량(ton) : 10,903(’08) → 15,759(’09)→ 13,523(’10) 

   특히 생과의 경우 수확후 처리 비용 부담과 품질 변화로 인한 상품성 저하

 

 주요 연구성과

   복분자 성숙과 동결건조 분말 30g/일을 4주 복용한 건강인(남성) 15인으로부터 항산화효소 

활성 40%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음

   1일 3회 복용 스틱 형태의 10g 포장 단위 제조, 간이식 음용화 제시

기준치 복용 4주후

과산화지질(uM)  4.8±0.9  4.3±0.91)

혈장(Plasma)

 과산화물제거효소(U/ml)  8.9±1.7  7.5±1.4

 글루타티온과산화효소
(nnmol/min/ml)

108.2±13.6 124.8±11.9***

 카탈라아제
(nnmol/min/ml)

139.8±32.5 119.3±41.8

1) 평균±표준편차, *** P < 0.001 

 

 파급효과

   복분자 분말 가공 제형화시 생과 판매액 4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복분자 소비촉진효과 및 농가 고수익 창출 : 1,944(’09)→ 2,304(’10) → 2,500억(’12)

복분자 분말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Healthy functional drinks using Korean Rubus coreanus powder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조수묵, 031-299-0532, soomuk@korea.kr

복분자 생과 복분자 분말 스틱

배합 음료 

복분자 분말 복용시 건강 남성인의 항산화 효능 복분자 분말을 이용한 간이식 음료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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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리 사워도우 빵 

 연구 배경

   보리에는 수용성 β-glucan 함량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며,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보리 이용성 증진을 위하여 제빵에 보릿가루 첨가 시, 제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공공정 개선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사워도우 제조의 최적조건 및 균주(19∼21℃, 22∼24시간, L. brevis)
   사워도우 첨가로 보리사워도우빵 반죽특성 및 최종 발효빵의 품질 향상

-  반죽시간 및 수분흡수율은 사워도우 첨가량(0~50%)에 비례적으로 감소

-  사워도우(L. brevis발효) 0, 25, 50% 첨가로 비체적 3.87, 4.41, 4.53(㎤/g) 증가

-  빵속결(crumb firmness)은 사워도우 첨가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물성향상에 효과적임(0, 25, 

50% 첨가로 경도는 715, 481, 489(g)으로 감소) 

대조군(0%) L. plantanum(B:25%, C:50%) L. brevis(D:25%, E:50%)

 파급효과

   젖산균 발효에 의한 유기산 및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효능으로 기능성 보리

사워도우빵 제조 기술의 산업화 

   보리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보리농가의 안정적 수입 보장 및 산업화 촉진 

Barley sourdough bread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최인덕, 063-840-2258, ichoi829@korea.kr



Agenda   14   
신

기
능

성
 농

식
품

 및
 부

가
가

치
 향

상
 기

술
 개

발

25103 소비자 농식품 : 농식품 안전관리 및 한식 세계화

212

 연구 배경

   합성첨가물 및 인공색소에 대한 불신으로 천연색소 수요 증대

-  천연색소 시장 : 1조 5천억(’10), 천연염색 시장 : 5,000억 원

☞ 작물 천연색소 이용 고부가가치 다기능성 웰빙 신소재 개발

 주요 연구성과

   수수 부산물 천연색소 이용 친환경 생활용품 착색용 색소 개발(특허출원)

-  천연색소 안정화 : 색소-나노 실리카 융합기술 이용

-  시제품 : 유아용 점토, 아토피경감 플라스틱

   수수 천연색소(에피게니니딘) 이용 식·의약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  신종플루관련 항바이러스 활성 억제 구명 : 유색미 대비 20배(특허출원)

-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품 소재용 지표물질 선정 : 에피게니니딘 등 7종

 

색소추출 및 표준화 친환경 도료 및 점토용 색소 인체친화형 플라스틱 

 파급효과

   합성색소를 친환경 천연색소로 1% 대체 시 150억 원 이상 가치 창출

   작물 함유 천연색소 이용 의료용 및 인체 친화형 웰빙제품 개발로 작물 부가가치 증진

작물 유래 천연색소를 이용한 건강기능성·웰빙소재

Healthy functional materials from natural pigments in crops

연구자 : 국립식량과학원 장기창, 055-350-1172, kcjang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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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한방화장품 원료 신소재 개발 

 연구 배경

   매년 증가하는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천연물소재 개발 절실

-  아토피 피부염 : (’02) 113 → (’08) 114 → (’09) 106만명

-  한방화장품 시장(’02) 3.5천억 원 → (’05) 7천억 원 → (’08) 1조원

-  한방화장품 국내특허 개수 : 1,543건, 한방 아토피 특허 : 314건

 주요 연구성과

   토종약초의 우수 효능 한방화장품 원료소재 개발 

-  유근피 : Hairless Mouse의 자외선B로 유발한 주름의 개선효과 확인

✽ 유근피를 8주간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 주름생성의 정도가 아토피유발군 대비61%로 감소됨

   인삼·약초로 아토피 피부개선의 기능성 소재 개발

-  우산고로쇠 : NC/Nga mouse의 집 먼지진드기추출물로 유발한 아토피피부 개선효과 확인

-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F2, Rh1의 보습 효과 확인(’11)

우산고로쇠의 개선효과 우산고로쇠의 각질개선효과 유근피의 주름개선효과

 

 파급효과

   한방화장품 원료의 지식재산권 및 원료이용 제안

-  우산고로쇠와 유근피의 특허 및 장원기(대한화장품원료기준)에 등록 준비(’12)

-  우산고로쇠와 유근피의 한방화장품 생산업체와 기술이전 준비(’12)

Natural functional cosmetics material from ginseng and Herbal crop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옥, 043-871-5585, kyo9128@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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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쌀 품질의 등급화 인자는 제현율, 수분함량, 이물질 등이나 ’12년부터는 단백질 함량을 추가 예정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과 쌀의 품질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측정

기술 필요

 주요 연구성과

   단백질 판정 : 근적외선에 의한 비파괴 측정

-  파장범위 : 500∼1,100nm

-  소량시료 사용 : 현미 30g

   단백질 측정성능 

-  소요시간 2초, 허용오차 0.2% 이내

   등급표시 

-  수(6.0%이하), 우(6.1~7.0%), 미(7.1%이상)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운영 중인 제현율 자동판정기

와 연계해서 사용

 파급효과

   ’12년부터 시행되는 쌀 등급제에 단백질 함량 측정기로 활용

   판정된 품질의 농가 피드백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

쌀 단백질 신속·자동측정기

Automatic protein measurement system for rice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손재용, 031-290-1901, son1892@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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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고춧가루 매운맛 신속·자동측정기 

 연구 배경

   고춧가루 매운맛의 등급화가 필요하나 매운맛 신속 측정 장치 없음

   고추 가공식품은 동일 제품이라도 매운맛의 편차가 심하여 등급화 요구도 높음

 주요 연구성과

   화학적 처리과정 없이 빛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고춧가루의 실시간 매운맛 함량 예측 및

순한맛부터 아주 매운맛까지 등급 판정

   1회 측정시간 : 5초 이내, 측정기 오차 : ± 100 ppm

 파급효과

   고춧가루 및 고추 가공식품의 매운맛 균일화로 소비증대 및 소비자 신뢰 향상  

→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

   세계 최초 매운맛 신속 측정 기술 확보로 국가위상 제고

Hotness measurement system for red pepper powder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임종국, 031-290-1966, limjg@rda.go.kr

고춧가루 매운맛 신속 측정기 매운맛 판정화면

광 조사 및 매운맛 검출부

고춧가루 매운맛 PLSR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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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파프리카·딸기는 수출이 많은 고소득 작물임

-  파프리카 수출량 : 17,725톤(’09, 5,328만불)

-  딸기 수출량 : 2,872톤(’09, 1,920만불)

   파프리카·딸기는 수확 후 품질 손상이 빠른 작물로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 연구성과

   축냉식 컨테이너를 이용한 저온수집·예냉·수송 시스템

   파프리카·딸기 열수 세척시스템

   파프리카 형상선별 및 딸기 당도선별 시스템

   팰릿단위 MA포장시스템

축냉식 컨테이너 열수 세척시스템 형상 및 당도 
선별시스템

팰릿단위 MA포장
기술

 파급효과

   상품성 60% 이상,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량 증대 

파프리카·딸기 수확후처리 기술체계 

Integrated mechanization system for the post-harvest quality control of paprika 
and strawberry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정 훈, 031-290-1908, ghktla@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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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고품질 냉동딸기 가공기술 매뉴얼

 연구 배경

   일반 소매용 냉동딸기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품질 요구 높아짐

   과거의 가공용 냉동딸기와는 다른 고품질의 맛, 향기 유지 및 안전성이 확보된 냉동딸기 가공

기술이 필요함 

 주요 연구성과

   표준매뉴얼을 적용한 냉동딸기의 품질향상 효과 구명

-  당도 : 매향, 장희의 당도가 관행보다 각각 1.0, 0.3 Bx 증가

-  향기 : 매향, 장희 두 품종 모두 0.5 점 향기 기호성이 높음

   냉동딸기 가공기술 표준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  산업체 제품보다 당도 0.5 Bx 높았고, 총균수는 0.4∼0.6 log CFU/g 감소

   표준매뉴얼 현장 적용 냉동딸기의 기호성 평가

-  관능점수(아주 나쁨 1∼ 매우 좋음 5) : 색 4.1, 향기 4.2, 맛 4.2

고품질 냉동딸기 매뉴얼 현장적용(합천) 실험 냉동딸기 현장평가회

 파급효과

   고품질 냉동딸기 가공기술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첫눈에 반한딸기 작목회 

   고품질 냉동딸기 가공기술 보급으로 소매용 냉동딸기 소비 확대

-  냉동딸기 수요증가에 따른 딸기의 부가가치 향상

Processing manual for high quality frozen strawberry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지강, 031-240-3649, kjg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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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상품과 건강을 고려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저열량 식품 요구 증가

   편리하게 여러 신선한 채소 재료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빔밥 용기 개발이 필요 

 주요 연구성과

   신선 채소(8종)를 쉽게 혼합하고 밥을 넣어 비빌 수 있는 포장용기 개발

-  용기 바닥 : PET(흑색, 투명), Φ220mm(위), Φ130mm(아래)×h55mm

-  채소 담는 부분: PET(투명), Φ220mm(윗면) × h 30mm, 5개 칸

-  뚜껑 부분 : PET(투명) Φ220mm × h 15mm(안쪽면 방담 처리), 윗부분에 양념장을 넣을 수 

있는 홈(70×80×h14mm)

   비빔밥용 채소 포장용기에 의한 품질 향상

-  파우치포장보다 총 균수가 적고, 외관적인 품질에서 기호성 높음

용기 바닥 및 채소 담는 부분에 
들어가는 채소

비빔밥 채소 용기 포장
(5종류 색, 8가지 채소)

신선채소 포장기술 지원
(경북 칠곡)

 파급효과

   비빔밥 용기, 포장기술 지원(경북 일광영농) 및 상품화 추진(’12.4∼)

   비빔밥용 신선채소 원료의 부가가치 향상(100→120%)

비빔밥 채소용 신선 혼합채소 포장용기

Packaging tray for fresh mixed vegetables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지강, 031-240-3649, kjg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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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숯을 이용한 천연 과실후숙제 

 연구 배경

   과실 후숙을 위한 손쉬운 방법 개발 필요(기존 : 에테폰, KOH 혼한 이용 불편)

-  떫은감 생산량 222천톤(이중 50%인 111톤이 홍시로 이용)

-  참다래 후숙을 위해 상자 안에 사과를 넣은 재래적인 방법을 사용

   모든 원예 산물에서 발생되며 특히, 사과, 자두, 복숭아 등에서 많이 나옴

   선진국 : 바나나 후숙을 위해 대단위 창고 내에서 에틸렌 가스 활용

 주요 연구성과

   에틸렌발생제 특허출원(제10-2011-0037057) 및 통상실시(’11)

   떫은감 홍시 제조 및 참다래 후숙에 필요한 에틸렌 가스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면서 현장에서 

훨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숯을 이용하여 홍시 및 참다래에 직접 접촉해도 무해함

   떫은감과 참다래 후숙시, 3∼5일만에 쉽게 후숙이 가능함(15∼20℃)

-  에틸렌 발생제 처리량 : 10kg 박스당 1개 이용

에틸렌발생제 홍시제조(위) 참다래 후숙(좌)

 

 파급효과

   떫은감 홍시 및 참다래 후숙을 위한 환경 친화적 에틸렌 발생제 보급(114억/년)

-  떫은감 홍시제조(111천 톤, 43억), 참다래 후숙 촉진(22천 톤, 9억) 

-  완제품 해외수출(국내판매량의 50%, 24억)

-  떫은감 해외수출 예측(생산량의 10%, 38억)

Ethylene generator using charcoal for fruit ripening

연구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임병선, 031-240-3690, limbsw@korea.kr



한식 세계화 및 전통식품 활성화 기술 개발

Agend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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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전통 향토음식 조리법 영문화 및 실용조리서 발간

 연구 배경

   국제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향토음식 영문 조리법 요구도 증가 

   전통향토음식의 단체급식 활용을 위한 대량 조리 레시피 개발 및 보급 필요

 주요 연구성과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영문화 및 DB 구축

-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영한 대역 작성 및 영문화 : 3,300여종

   특허청 전통지식포털 영문 사이트(www.koreantk.com)연계 및 서비스

-  국제 변리사의 특허 검색 시 전통향토음식 조리법을 선행 기술로 활용

   전통향토음식의 단체급식 활용을 위한 실용조리서 발간 및 고조리서 현대화

-  단체급식에 좋은 음식 : 성인 및 어린이 기호도 표기 음식 50종 수록 

-‘영접도감의궤’의 현대적 재현 : 상화병 등 50종

특허청 전통지식 영문 포털 실용조리서 실용조리서 내지 영접도감의궤의 현대적 재현

   성과활용 및 실용화

-  실용조리서 기술이전 : 6건(2.4백만 원)

-  특허청 영문지식 포털 사이트 연계 :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영문 DB 활용

 파급효과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영문화 자료를 활용한 국제적 지재권 보호기반 마련

   단체급식 현장에서 전통향토음식 활용도 상승 기대 

Translation into English of Korean traditional food recipe and publication of 
cookbook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황 영, 031-299-0461, young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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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한식 세계화를 위한 세계 권역별 현지화 된 한식 조리법 요구

 ※ 기존 : 국가별 또는 음식 종류별 선호도 조사 연구 대부분

   한식의 양념 및 식재료의 가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조리법 필요

 주요 연구성과

   외국인 기호도 실험을 위한 한식품목 선정(복합적 특성을 지닌 한식 중심)

☞ 권역별 맞춤형 한식 표준레시피 확립 : 쇠고기무국 등 3품목 16종

한식 관능 기호도 외국인 설문조사 쇠고기무국(6종) 관능검사장면

   권역별 외국인의 기호도 결과(전반적 기호도 중심)

국가 닭볶음탕 쇠고기무국 부침개

프랑스 간장양념+고추장 첨가 진간장(기꼬만, 샘표) 밀가루(+새우/실파)

미국 간장양념+건고추 첨가 진간장(기꼬만, 샘표)
밀가루(+새우/실파)
밀가루(+현지재료1):콘/브로콜리)

일본 간장양념 국간장(청정원, 샘표)
밀가루(+새우/실파), 
밀가루+감자전분50%첨가(+새우/실파)

중국
간장양념+건고추 첨가

간장양념+고추장+건고추 첨가
국간장(청정원)

밀가루+감자전분50%첨가(+새우/실파)
밀가루(+새우/실파)

1) 각 국가별 현지 식재료 첨가 :  프랑스(아스파라거스, 양송이), 미국(콘, 브로콜리), 일본(우엉, 양배추),  
중국(표고버섯, 청경채)

 파급효과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메뉴개발 및 제품화에 활용

   한식 세계화를 통한 한식 재료의 수출 및 문화 전파

한식의 관능 기호도의 국가간 (프,미,일,중) 비교

Comparison of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s with France, USA, Japan, and China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진영, 031-299-0471, cherry78@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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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굳지 않는 떡의 다양화

 연구 배경

   떡의 굳음 현상으로 생산-유통-소비의 제약이 있으며 떡 산업 활성화 저해

 

 주요 연구성과

   굳지 않는 떡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특허출원 3건, 등록 1건, PCT 2건

-  국내 떡류의 일일유통 제한을 해결하고 해외시장 창출기반조성

-  호화된 쌀 전분의 노화진행을 억제하는 새로운 현상 발견 및 신기술 개발

굳지 않는 떡 개발 기술적용 펀칭기 개발 핵심조건별 X-선회절도 떡표면 현미경 관찰

   기술이전(’11.12현재) : 떡 제조법 144건(아셀유통 등), 떡 기기 2건(신흥기계 등)

-  기술료 납부업체 대상 기술설명회 27회, 102개업체(’11년)

 굳지 않는 떡볶이 산삼떡세트 유기농 미니볼 ‘본떼르’ 꽃감떡세트

 파급효과

   제한된 지역 떡 판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 판매 소득 증대(전국 13,000여개소) 

   기술의 편익/비용 비율은 11배

   전후방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282억 원(평가대상기간 ’10∼’16)

Development of diverse rice cake products using non-hardening rice processing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한귀정, 박혜영, 031-299-0550, hgjaz@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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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연구개발결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및 신속한 보급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 필요

 주요 연구성과

   연구개발결과 현장적용 : 10종 18개소 적용

적용기술 · 적용지역

● 2009 : DIY 자가증류기(안성, 태안, 금산, 강화)

● 2010 : 아황주(가평, 파주), 주먹누룩(대전, 김포), 순무음료(강화)

● 2011 : 김치소스(포천,여주), 황금주(이천,철원), 입욕술(강릉, 완주), 발효액(안동), 쌀된장(안성), 

               식생활프로그램(양평, 원주, 당진), 간편고추장(강화)

-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50회, 지도자료 발간 2,000부, 평가회 개최 3회

황금주 현장적용 김치소스 기술이전 기술지도자료 발간 간편 고추장 패키지

   농가제조형 간편 발효식품 제조기술 개발

-  알로에 발효액의 적정 발효조건 구명 : 온도(30℃), 기간(12일) 등

-  호화된 전분(팽화미)과 쌀누룩을 활용, 간편 고추장 제조 매뉴얼 정립

 파급효과

   농식품 분야 강소농 342농가 참여 시 소득 10% 향상(17억/연간)

   장류, 술 등 소규모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 및 브랜드가치 증진

농가형 가공기술 현장적용

Field application for farm processing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김은미, 031-299-0570, kem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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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막걸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배경

   막걸리산업의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품질개발 필요

-  막걸리 수출 동향 : (’08) 442만불 → (’09) 628(42%증) → (’10) 1,910(204%증)

 주요 연구성과

   쌀 막걸리의 부유안정성 향상 기술개발(특허출원 10-2011-0125653)

-  고압균질화 처리에 의한 부유안정성 향상 : 5분(시판) → 60분

   생막걸리 보존성 향상기술 개발(특허출원 10-2011-0145782)

-  초고압 처리에 의한 저장성 증진 : 저온 7일 → 상온 30일, 저온 70일 이상

   스파클링 막걸리 제조기술 개발(특허출원 10-2011-0113541 및 기술이전)

-  발포력 조절이 가능하며, 과일 등의 사용으로 풍미가 개선 가능

   막걸리의 갈변, 유지산화 및 변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용기선정 : 백색(PET)

 

 

부유안전성 대조구 처리구 스파클링 막걸리 기능성 용기
초고압 살균

 파급효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막걸리 개발로 소비층 확대를 통한 우리쌀 이용성 증대

   비열처리 막걸리 살균기술 개발로 생막걸리 보존성 증진

-  생막걸리 수출국 확대 : 일본, 중국(근거리) → 미국(원거리)

   신기술을 접목한 막걸리 개발로 막걸리 생산업체 활력소 제공 

Nnew paradigm of rice wine Makgeolli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한석, 031-290-0568, hanseok@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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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미생물은 농업, 식품 및 생명산업 등의 중요 개발소재로 중요함

   재래식 장류와 더불어 다양한 장류제조기술 연구 필요

 주요 연구성과

   다양한 발효식품(누룩, 메주 및 장류) 유래 유용 미생물 분리 및 자원화

-  누룩 및 메주 제조용 우수 균주 확보 : 곰팡이 5종, 고초균 2종, 효모 2종

-  인테러뱅「한식의 뿌리, 된장」, 「누룩속에 피어난 곰팡이」, 「별난마을, 별미장, 별난곰팡이」

   유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제와 속성장 제조기술 개발

-  양조용 우수 곰팡이를 이용한 속성누룩 제조 : 6종

-  기능성 우수 별미장 기술이전 및 산업화 

-  메밀 속성장 제조를 위한 편이형 프리믹스 시제품 및 매뉴얼 개발 

발효미생물 유래 미생물 분리 및 자원화 특허기술이전 및 산업화 

 파급효과

   유용 발효균주 확보 및 자원화를 통해 발효식품 산업화기반 구축 마련

   기능성 보유 안전한 종균 활용으로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기대

-  콩 10kg(5만 원) → 장류 20kg(40만 원) 약 8배 부가가치

유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장류 품질향상

Fermented soybean paste process using useful microorganism

연구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혜선, 031-299-0582, choihs95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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