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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 하기용, 063-840-2255, ha0ky04@korea.kr

Rice variety, ‘Boramchan’, of high processing aptitude and its rice products 

가공전용 벼 ‘보람찬’ 및 
이를 이용한 쌀 가공제품

가공전용 원료미* 생산단가 절감을 위하여 자포니카형 초다수성 가공전용 맞춤형 벼 ‘보람찬’품종을 개발하였

다. 또한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하여 100% 쌀 이용 가공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특허출원을 완료하였

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실용화로 쌀가공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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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9

쌀양갱 쌀치즈케익 쌀쿠키 쌀붕어빵

쌀호두과자 쌀케익 모싯잎송편 쌀소세지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공적성 ‘보람찬’ 품종 개발과 100% 쌀가공품 제조기술

가공적성 일반형 초다수성 ‘보람찬’ 품종을 개발하여 가공제품 원료곡 생산단가를 23% 

저하시켜 쌀가공품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 국내최초 100% 쌀빵·과자 제조기술 개발

로 쌀가루를 이용한 소시지형 가공품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하였고, 쌀가루를 

이용한 호두과자 및 붕어빵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개발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실용화

가공 원료곡 계약생산을 통한 원료미 단지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쌀가루 

이용 가공기술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실용화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밀가루 수입

대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료미 단지조성 : (’11) 510 → (’12) 2,129ha(317% 증가)

※ 원료미 : 쌀가공품 제조에 필요한 가공적성이 좋은 쌀 품종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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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조준현, 055-350-1169, hy4779@korea.kr

‘Mimyeon’ suitable for processing of rice noodle and bread

쌀국수·쌀빵 가공용 벼 ‘미면’

국내는 밥쌀용 벼 품종 개발이 보편화되어 쌀국수, 쌀빵 및 쌀쌈(rice paper) 등 다양한 가공 전용품종의 육성개발

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식생활 고급화로 다양한 쌀 가공식품 수요 및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에 따라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쌀 가공제품 개발에 적합한 전용품종 ‘미면’의 개발에 성공 하였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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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11

쌀국수 쌀쌈

쌀빵

연구성과의

핵심은!

쌀 전분의 아밀로스함량이 높아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재배안전성이 향상

우리쌀의 가공성 확대 및 쌀가공품 고급화를 위해서는 가공적성이 우수해야 하는데, 현재 대

부분의 국내 밥쌀용 쌀은 20% 이하의 낮은 아밀로스* 함량으로 가공 시 전분입자가 서로 달

라붙는 찰기가 강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미 육성된 일부 고아밀로스 품종의 경우 병에 

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등 농가에서 확대재배가 어려웠으나, ‘미면’의 개발로 떡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제품에 있어서 가공적성이 크게 증가되고 수량 및 재배 안전성 등이 크게 향상 

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쌀국수, 쌀빵, 쌀쌈 등 다양한 쌀 가공품 제조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미면’은 밀가루나 기타 전분의 첨가 없이 쌀가루만을 이용한 쌀국

수, 쌀빵 및 쌀쌈(rice paper) 등의 가공품 제조가 가능한 품종이다. 또한 HPMC* 등 일부 첨

가물을 함께 이용할 경우 떡류를 제외한 다양한 가공품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산업

체와 연계한 가공용 쌀 단지조성과 함께 농가에 보급 재배중이다.

※ 아밀로스 :   식물의 전분은 물에 잘 녹지않는 아밀로펙틴과 물에 잘 녹는 아밀로스의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밀
로스는 300~3,000개의 포도당이 알파결합의 직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이다.

※ HPMC(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   셀룰로오스 계열의 고분자로 평균 분자량, 메틸기와 프로필기의 비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의 가공특성을 증대하는 첨
가물로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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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 남정권, 063-840-2175, namjk725@korea.kr

Rice cultivar 'Jopyeong' harvesting in August in the southern plain area

남부평야지에서 8월에 수확하는 
밥맛 좋은 ‘조평벼’

추석 전 조기출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남부 평야지에서 조기재배하면 8월 하순에 수확이 가능하

며,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에 강하고, 미질과 밥맛이 좋은 ‘조평벼’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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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13

연구성과의

핵심은!

복합내병성으로 남부평야지에서 8월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

조평벼는 조생종 품종 중에서 최초 복합내병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으로 

남부 평야지에서 5월 상순에 이앙하면 이삭패는 시기가 7월 10일경으로 기존 조생종에 비

해 빨라 8월 20일 경에 수확이 가능하여 조기출하 및 후작물 도입에 유리하다. 이른 추석인 

2014년(추석 9월 8일)에도 추석 전 미질 좋은 햅쌀을 소비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조기재배에 의한 조기수확으로 조사료용 맥류와의 3모작 가능

조평벼를 8월 중하순에 수확한 후에 생육이 빠른 여름파종용 귀리를 파종하여 10월 하순에 

수확하고, 11월 상순에 숙기가 빠른 보리를 파종하여 다음해 4월 하순에 수확하면 양질의 조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조기출하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중만생종 집

중출하에 따른 쌀 품질저하, 가격하락 완화 및 쌀 공급 물량 조절 효과가 있으며, 재배기간 

단축으로 태풍 등 재해를 피할수 있고, 노동력의 분산과 콤바인 등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 조숙 2조 보리 : 숙기가 다른 품종보다 빠른 2조 보리

용 어 설 명

흰잎마름병

조평의 병해 저항성

줄무늬잎마름병

조기재배 현장평가회 MBC TV 보도

조평벼와 연계한 작부체계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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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강천식, 063-840-2156, kcs1209@korea.kr

Wheat cultivars ‘Hojoong’ and ‘Baekchal’ with cold hardiness and resistance to 
pre-harvest sprouting

수발아와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밀 ‘호중’, ‘백찰’

최근 바이오 연료용 작물의 수요증가와 기상 악화로 인하여 국제 밀 생산량 감소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되어 식량

안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국내 식용 밀 수입량은 연간 200만톤이나 자급률은 현재 2% 수준으로 거의 전량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국산밀 10% 자급률 달성을 위해 재해 안정성 밀 품종 ‘호중’과 ‘백찰’을 개발하였다.

04
01»



01. 종자산업 육성 15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발아와 내한성이 강한 생면용‘호중’과 취반용‘백찰’밀 품종 개발

‘호중’밀은 수확기에 잦은 비가 내려 종자에서 싹이 자라는 수발아 현상이 적고, 추위에 견

디는 힘이 강하여 수량이 531kg/10a로 국내 대표품종인 금강밀보다 7% 이상 수량이 높았

다. 또한, 국수를 만들었을 때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하여 생면용으로 우수하다.

웰빙문화의 영향으로 하얀 쌀밥에 여러 잡곡을 섞어 먹는 혼식이 일반화 되었으며, 최근에

는 통밀쌀 형태로 밀도 이용을 하고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품종은 겉이 빨개 일부 소비

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겉을 깍아 내고 이용하여 영양적 측면이나 경제적 손실을 야

기하고 있다. ‘백찰’밀은 겉이 하얗고 취반용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품종 조기 보급 및 가공업체 연계 상품화 추진

‘호중’과 ‘백찰’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해 농가에 신속

히 보급할 예정(’15)이며,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호중’은 칼국수와 자장면으로 ‘백찰’은 통

밀쌀로 가공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면용 ‘호중’을 1만ha에 보급하여 재배하였을 때 농가에서는 연간 4만톤을 생산하여 360

억원의 농가조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중밀 백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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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김현태, 055-350-1136, sojatae@korea.kr

Sprout soybean cultivar ‘Haepum’ adaptable to machinery harvest

기계수확이 가능한 
나물용 콩 ‘해품’

나물용 콩은 제주도가 전체 재배면적의 82%를 점유하고 있으며,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바람에 의해 콩의 키가 

극히 작아져 수확기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규모로 재배하는 제주에서도 기계수확이 가능한 나물용 품종의 개발

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나물용 콩으로 수량성이 높으면서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 ‘해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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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17

중기 생육 숙기 및 내도복성

해품 풍산나물콩

콩나물 특성 성숙기와 종자모양

연구성과의

핵심은!

바람 많은 제주에서 꼬투리 높이를 유지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최저착협고*가 15cm 이상 되어야 손실이 없이 수확

할 수 있다. 제주에서 3년간 재배시험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풍산나물콩은 평균 최

저착협고가 6cm로서 기계를 이용하여 수확하면 많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해품’은 평균 

14cm로서 콤바인으로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빨리 성숙하고 

쓰러짐에 강하며 성숙 후 콩알이 튀지 않아 재배하기 편할 뿐 아니라, ha당 수량이 약 3톤으

로 풍산나물콩보다 10% 수량이 많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시범재배를 거쳐 제주지역에 집중 보급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콩 재배규모의 확대, 영농조합 등을 통한 재배단지화 등으로 기계수

확이 가능한 품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품’은 수량성이 높고 재배가 용이하여 주

산지인 제주에서 재배확대가 예상된다.

2013년부터 2년간 농가 시험재배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인 종자보급이 이루어 질 것

으로 기대된다.

※ 최저착협고 :   지면으로부터 콩 줄기의 가장 낮은 위치에 맺힌 꼬투리의 높이를 말하며, 착협고가 낮으면 일부 꼬투리
가 기계날 아래에 위치하여 수확되지 않고 유실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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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조지홍, 033-330-1920, jhcho0108@korea.kr

New double cropping potato ‘Jinsun’ with good qualities for chips

칩 가공성이 우수한 
단휴면 2기작 감자 ‘진선’

우리나라 감자칩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2년에는 2,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

후변화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가격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감자칩 품질이 우수한 봄-가을 연속재배가 가능한 감자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휴면기간이 짧아 봄재배에서 생산

한 씨감자를 가을에 한 번 더 재배할 수 있는 감자칩 가공용 품종으로 ‘진선’을 육성하였다. ‘진선’은 감자 모양이 

둥글고 껍질은 황색이며 속은 흰색이다. 쪼개지거나 속이 비는 생리장해 발생이 적고 중간크기의 감자로 생산량이 

많다. 또 전분함량이 높고 환원당* 함량이 낮아 감자칩 가공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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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19

칩 가공용 감자 ‘진선’ ‘진선’으로 만든 감자칩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공용 감자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1석3조의 효과를 올리는 진선 감자

‘진선’품종은 남부지방에서 봄에 생산한 씨감자를 가을에 한번 더 심을 수 있어 햇감자를 

일년에 두 번씩 생산할 수 있다.

11월 상순부터 생산하여 이듬해 3~4월까지 저장하면서 감자칩을 만들 수 있어 미국이나 

호주에서 수입하던 가공용감자 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국산 가공용감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식생활 안전성을 강화하

며 국내 감자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지자체 및 민간업체 씨감자 공급을 통해 조기 보급 추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해 감자를 많이 심는 지역에 시범재배나 

전시포용으로 씨감자를 공급하여 시험재배(’13년 완주, 해남, 보성 등) 중이다. 앞으로 가을

감자 주산지인 해남, 보성, 부안 등 기술센터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묘를 공급하여 

빨리 많은 면적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년부터 일반 농가 보급 가능)

또한 감자칩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감자칩 가공 시험을 실시하여 국산 가공용감자 이용을 높

임으로써 연간 1만5천톤, 1천5십만$의 수입감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원당 :   감자에 들어있는 Glucose, Fructose와 같은 단당류로 환원당 함량이 높으면 감자칩 색깔이 어둡게 됨.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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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033-330-1860, melondad@korea.kr

Cultivars development and export of everbearing strawberry suitable for 
summer time and for tropical regions

여름철 및 열대지역 재배용 
사계성 딸기 품종개발 및 수출

우리나라 딸기는 보통 겨울과 봄철의 저온단일 조건인 계절에만 생산되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여름과 가을철의 

고온장일 조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사계성 딸기* 품종을 개발하였고, 동남아 등 저온단일이 없어 딸기생산이 불

가능한 열대지역에 이 품종을 수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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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21

연구성과의

핵심은!

사계성 딸기 유전자원을 활용한 여름딸기 품종 개발

『고하』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사계성 딸기로, 화란산 ‘엘란’을 모본으로 하고 영국산 ‘플

라멩고’를 부본으로 교배하여 고온장일 조건에서 꽃대가 계속 출현되고 높은 수량성을 가

진 우수한 품종이다. 

『관하』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관상·식용 겸용 사계성 딸기로 관상용 일계성 딸기 ‘수캄보

디아베리’를 모본으로 하고 식용 사계성 딸기 ‘셀바’를 부본으로 교배하여 고온장일 조건

에서 분홍꽃이 피고 꽃대가 계속 출현되어 1년 연중 감상 및 식용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름딸기 국내 및 해외 생산단지 조성

국내의 여름딸기 생산량은 약 500톤 내외로 적으나 국내·외 수요량(수출+내수)은 약 1,000

톤 이상으로 많아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여름딸기 농가들은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

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지에서는 수입산 딸기의 시장가격이 kg당 1만 원 이상

으로 너무 비싸 우수한 품종을 도입하여 자국의 고원지역에서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고하’ 품종은 해외 적응성 시험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의 딸기 재배기술(고

설식 수경재배)과 품종 수출로 생산단지 확대가 기대된다. 

※ 사계성 딸기 :   온도가 25℃이상 높고, 낮길이가 12시간 이상의 조건에서도 꽃대가 출현하여 1년 사계절 생산이 가능
한 딸기품종

용 어 설 명

관상 여름딸기 ‘관하’식용 여름딸기 ‘고하’ 생물반응기 조직배양(특허)

‘고하’ 개발(홍보)베트남 ‘고하’ 수출 ‘관하’ 개발(홍보)



22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주)고추와육종 기업부설연구소 윤재복, 031-296-5797, yoonjb2@snu.ac.kr

World-first pepper variety resistant to anthracnose

세계 최초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

고추 탄저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

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량감소를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종자회

사나 기관에서도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

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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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23

연구성과의

핵심은!

종간교잡을 통한 탄저병 저항성의 성공적인 도입

지난 십 수 년간의 노력의 결과, 남미 근연종에 존재하는 탄저병 저항성을 찾아내어 국내 재

배종으로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위해 종간교잡을 수행하였는데, 교배가 잘 되지 않아 

교잡화합성*이 좋은 국내 재배종을 선발하였고, 교배 후 완전히 정상적인 종자로 발달하지 

못해 배배양*을 이용하여 종간교잡 불화합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였다. 또한 탄저병 저항성

과 연관된 분자표지를 개발하여 선발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배 포장에서 탄저병 발병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판별하여 선발함으로써 탄저병 저항성 국내 재배종 계통을 육성할 수 있었

다. 개발된 탄저병 저항성 계통은 웅성불임 상용모계들과의 교잡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F1 품종으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의 농가 보급

현재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의 지역 적응성시험과 농가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에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의 농가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항성 품종의 농가 보

급이 이루어지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탄저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저병 

농약 살포 횟수도 줄여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교잡화합성 :   교잡 시 화분과 암술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수정이 되고 그에 따라 종자가 맺히는 것(불친화성, 불화합성
의 반대)

※ 배배양 : 종자에서 적출 분리한 식물의 배(胚)를 적당한 조건하에서 성장 발육시키는 기술

용 어 설 명

종간교잡, 배배양 및 여교잡탄저병 저항성 남미 재래종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좌)과 
일반 상용 고추 품종(우)



24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 김윤경, 061-330-1541, horti8992@korea.kr

Green pear, 'Greensis', resistant to scab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녹색배 ‘그린시스’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상기상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병해충에 강하여 방제비용 및 노력이 적게 들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요 병해인 배 검은별무늬병*에 강하고 품질도 우수한 녹색배 ‘그린시스’를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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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25

연구성과의

핵심은!

배 친환경 재배에 알맞은 내병성 품종 ‘그린시스’육성

그린시스는 배의 주요 병해인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품종으로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

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배를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품종이다. 초록빛 과피색과 시식 후 

풍부한 과즙, 부드러운 육질을 특징으로 한다. 나주에서 9월 20일~25일에 수확하며, 과실 

크기는 470g 정도, 당도는 12.3°Bx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보인다. 가정의 식탁 위에서도 

5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고 등에 저장하면 다음해 7월 이후에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기농 배 생산 농가에 보급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2013년 육성품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품종출원을 추진하고 동시에 안전한 배를 소비

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품종실시권(통상실시)을 묘목생산업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그린시스’는 주로 유기농 배*를 생산하는 농가(한국배유기재배연구회)를 중심으로 보급함

으로써 친환경 재배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 노력과 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시스’보급을 계기로 우리 배의 유기재배 면적

이 전체 배 생산면적의 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 검은별무늬병 :   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

※ 유기농 배 : 3년 이상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배

용 어 설 명

그린시스 꽃 모양그린시스 과실 배 신품종 시식평가



26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박재호, 064-730-4141, jeju4444@korea.kr

New citrus varieties, 'Tamdo No.3' and 'Seulbongmi' to reduce royalty fees

로열티 걱정없는 국산 감귤 
신품종 ‘탐도3호’, ‘설봉미’

국내 감귤 품종 대부분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외국 품종

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온주밀감*보다는 만감류 품종에서 심각한 실정이고 외국산 품종에 경쟁

력을 갖춘 신품종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그동안 쌓아온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만감류* 품종 ‘탐도3호’

와 ‘설봉미’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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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27

연구성과의

핵심은!

설 명절과 봄철에는 달콤한 우리 감귤품종이 맛있다

이번에 개발된 ‘탐도3호’는 설 명절에 당도 14°Brix, 산함량 1%인 아주 맛있는 상태로 출하

가 가능하고, ‘설봉미’는 비타민이 부족한 시기인 3월 중하순에 먹을 수 있는 신품종이다. 

이들 품종은 껍질이 얇아서 껍질 벗기기가 수월하고, 씨가 없어서 먹는데 불편하지 않다.

품종이름 열매무게(g) 단맛(°Brix) 신맛(%) 열매모양 익는 시기

탐도3호 230 14.0 1.0 둥글납작형 2월 중순

설봉미 170 13.5 1.0 둥근형 3월 중하순

이렇게

활용됩니다

로열티 걱정 없는 우리 품종 보급

현재 설 명절에는 기존 외국 품종들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어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되었

으나, 이제부터는 잘 익고 맛있는 우리 품종이 보급된다. 출하 시기는 물주는 방법을 달리하

면 10여일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어서 소비시장의 상황에 맞게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고, 과잉출하에 의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 예상 보급 면적 : (2014)0.5ha → (2020)500ha

○ 만감류 종묘시장 점유율 : (2013)1% →(2020)20%

※ 온주밀감 :   연내에 수확되는 감귤로 우리가 흔히 연말에 볼 수 있는 제주산 감귤의 종류

※ 만감류 : 해를 넘겨 수확되는 감귤 종류(상품명: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용 어 설 명

설봉미 착과탐도3호 과실 설봉미 과실



2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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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varieties of chrysanthemum with various flower colors

다양한 화색의 국화 품종 

주요 화훼작물인 국화는 품종의 국산화로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수출 성공으로 로열티 경

감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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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29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기개화형, 고생장형 국화품종 육성

다양한 화색의 수출기호성 국산 국화 신품종 ‘엔젤’등 4품종을 개발하였다. ‘엔젤’은 순백

색 녹심*의 홑꽃으로 고온기에도 잘 자라고 꽃이 잘 핀다. ‘프린슬링’은 주홍색 녹심의 반겹

꽃으로 개화가 빠르고 고온기에도 꽃색이 안정적이며, 절화수명이 길고 기호도가 높다. 황녹

색 홑꽃 중형화인 ‘필드그린’은 꽃달림과 꽃모양이 우수하고 고생장형으로 기호도가 높으

며, 개화가 빠르고 흰녹병저항성으로 재배하기 쉽다. 분홍색 겹꽃 ‘도나핑크’는 고온기 꽃색

이 안정되고 꽃모양이 우수하며, 절화수명이 길다. 이들 신품종은 국내 재배환경에 적합하여 

재배하기가 쉽고 기호도가 높아 내수 및 수출용 품종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수 국화품종 보급으로 수출국화의 국산화 비율 증대

개발된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 및 품종등록을 실시하고 농가 현장 시범재배를 통해 

평가 후 일본으로 시범수출 예정이다. 

◦ 국화 국산품종 보급률 : (’06)1 → (’08)8.2 → (’10)15 → (’12)22.8%

◦ 국산 국화 품종 점유율 확대로 로열티 경감 : (’07)2.5 → (’12)10억 원

※ 스프레이국화 :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국화

※ 흰녹병 : 잎의 표면에 사마귀형태 병반이 발생하는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 

※ 고생장형 : 식물이 균일하게 잘 자람

※ 녹심 :  꽃의 가운데 부분이 녹색

용 어 설 명

스프레이국화*‘엔젤’
흰녹병강함, 절화수명우수

스프레이국화‘프린슬링’
조기개화성, 고생장형*

스프레이국화‘필드그린’
흰녹병*강함, 조기개화성

스프레이국화‘도나핑크’
고온기 착색우수



3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구대회, 031-290-6197, goodh08@korea.kr

Bulbous floral crops resistant to diseases

프리지어 등 구근화훼류의 
내병성 품종개발 및 보급

주요 화훼작물인 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의 개발 및 보급으로 외국품종을 대체하여 수출 품종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에 의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확대 및 로열티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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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31

연구성과의

핵심은!

해외 수입품종보다 절화품질이 우수하고 수출용으로 기호도가 높은  

신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국내 화훼산업 기반 구축

국내 기후 특성에 알맞고 내병성인 구근화훼류 총 9품종을 육성하였다. 나리는 국내 판매 

및 수출용으로 적합한 주황색 아시아틱 나리 ‘오렌지썬업’, 프리지어는 직립성이 강한 잎

과 꽃대를 가진 품종과 초세가 강건하고 절화량이 많은 백색 겹꽃 등 ‘샤이니벨’, 모브토파

즈‘, 샤이스마일’3품종을 육성하였다. 글라디올러스는 내병·내충성 ‘옐로우스톤’, ‘포커

스’, ‘화이트자이언트’3품종을 개발하였다. 무름병에 강하고 다화성인 유색 칼라 ‘화이트 

모닝’및 ‘핑크멈’2품종을 육성하였다. 국산품종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여 2012년에는 프

리지어 35.0%, 글라디올러스 25.0%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개발된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을 완료하였으며 품종등록 후, 농가현장 시범재배를 

거쳐 현장 및 시장성을 검토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품종은 조직배양* 대량증식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품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국의 기호성에 맞는 품종을 

시범 수출 할 계획이다.

※ 조직배양 :   식물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잃지 않고 유리용기 내에서 
생존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 어 설 명

프리지어 “모브토파즈” 나리 “오렌지썬업” 글라디올러스
“옐로우 스톤”

칼라 “화이트모닝”



32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031-290-6151, rosewh@korea.kr

Rose variety with good vase life and  powdery mildew resistance

흰가루병 저항성 및 
절화수명이 긴 장미 품종

화훼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화장미는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각광받는 국산 품종개발 및 

보급으로 로열티 경감에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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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33

연구성과의

핵심은!

오래보고 병에 강한 장미 

2012년 국내 시장용 스탠다드 장미 ‘레드팜’등 3품종을 육성하였으며, 대일 수출용 스프

레이 장미 ‘아이스윙’등 4품종을 육성하였다. ‘레드팜’품종은 적색으로 소비자 기호도가 

우수하고 절화수명이 길어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며 ‘메리데이’품종은 흰가루병*에 강하여 

농가에서 병방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수한 국산 장미 종자 식재로 로열티 절감

개발한 장미를 장미 농가에서 심을 경우 삽목묘*와 접목묘*를 구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외국 

품종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3,000평당 종묘비를 9,000만원 절감할 수 있다. 국산품종의 재

배로 로열티 절감 및 국산품종의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 흰가루병 :   장미에 주로 발생되는 곰팡이병으로 꽃이나 줄기 잎에 흰가루가 묻은 것처럼 병반이 발생되며 심하면 조
직이 뒤틀리고 낙엽이 일어남

※ 삽목묘 : 장미 가지를 꺽꽂이하여 뿌리를 내린 묘목

※ 접목묘 : 찔레대목에 장미 눈을 접붙인 묘목

용 어 설 명

‘레드팜’
대형화, 절화품질우수

‘메리데이’
다수성,흰가루병강함

‘레드비즈’
절화수명, 화색 우수

‘오렌지데이’
대일 수출 기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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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미선, 031-290-6131,  kimms290@korea.kr

New orchid cultivar to reduce royalty fee

로열티 경감을 위한 
난 품종 개발 및 보급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난 시장에 국산 난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종자주권의 위상제고 및 로열티 경감에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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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35

연구성과의

핵심은!

우수 국산 난 품종육성과 시장에서 우수성 입증

수출국에서 선호하고 내수시장 수요가 높은 심비디움 ‘해피데이’등 4품종과 팔레놉시스 

‘화이트마블’2품종을 개발하였다. 이들 품종은 외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짙은 화색과 꽃대

가 곧고 굵은 특성이 있으며 재배자가 관리하기 용이한 반듯한 잎특성과 여름 고온기에도 

병충해에 잘 견디는 생육특성이 있다. 국산 난 품종 점유율은 2008년 0.3%를 시작으로 매

년 상승하여 2012년에는 6.4%를 달성했다. 특히 ‘해피데이’ 품종은 농가현장 시범재배 결

과, 재배 및 개화특성이 수입품종 보다 뛰어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롭게 육성한 품종의 농가 활용

개발된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을 완료하고 품종등록 및 시범재배를 거쳐 농가현장

에서 재배특성과 시장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품종은 심비디움 조직배양* 

업체에 통상실시*하여(기술이전) 대량의 종묘 생산과정을 거쳐 국내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한 국산 품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현지 시장성 조사를 통해 시범 수출

할 계획이다.

※ 조직배양 :   식물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잃지 않고 유리용기 내에서 
생존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 통상실시 :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용 어 설 명

‘해피데이’

심비디움

‘썬샤인’ ‘아이스스마일’ ‘프리티벨’

팔레놉시스

‘화이트마블’ ‘핑크환타지’



36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김성철, 064-741-2540, kimsec@korea.kr

Domestic kiwifruit to reduce royalty fee

로열티 대응 참다래 
국산품종 육성 및 보급

건강 기능성 과실인 참다래의 소비증가와 맛있는 품종선호에 따른 외국산의 국내 재배면적 확대 및 로열티* 경

감을 위하여 국산골드키위를 육성하고 신품종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평가회를 통하여 우리품종을 

보급하고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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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37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확기가 빠르고 맛있는 골드키위 육성과 보급

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고당도의 골드키위 ‘골든볼’ 등을 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실시하였으며,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개발하여 품질을 20% 

향상시켰다. 현장평가회를 통하여 국산품종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서 우리품종의 재배면적

을 15.4%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현지에 5ha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로열티 수입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참다래 로열티 주는 나라에서 로열티 받는 나라로

웰빙과 함께 앞으로 참다래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우수품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한라골드’와 ‘제시골드’를 포함한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은 2010년 9%에서 2017

년에 22%까지 증가하고 맞춤형 재배기술이 보급됨으로서 값이 싸고 맛좋은 과일이 국민들

에게 공급될 것이다. 또한 로열티 절감액은 2012년 7.5억원에서 2015년에는 19억원이 절

감되며 그 금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기

로 한 계약을 시작으로 외국과의 로열티수출계약이 확대되고 외화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로열티 :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를 소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값으로서 외국의 특허기술
이나 품종 등을 사용할 경우 지불하는 사용료

용 어 설 명

참다래 현장평가회육성품종 : 골든볼 중국 현지 포장 생육전경

일자형 수형 착과일자형 수형 구성 방법



3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공원식, 정종천, 유영복, 신평균, 오연이, 043-871-5704, wskong@korea.kr

Internationally-competitive Korean mushroom varieties to reduce royalty fee

로열티 대응 우수 버섯 품종 
개발 및 보급

주요 버섯류 재배에서 외국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고유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수

출경쟁력과 수입대체를 위한 7개 국산품종을 육성하였으며, 국산품종 보급사업 및 농가실증사업을 실시하여 국

산품종 보급률을 44.6%로 확대시켰다.

16
01»



01. 종자산업 육성 39

연구성과의

핵심은!

종균 수입대체용 고품질 신품종육성 및 국산품종 확대보급 

재배환경변화에도 색택이 오래가는 고품질 양송이 ‘새연’, ‘새도’,  자동화 및 노동력 절감

을 위한 병봉지 재배용 고품질 느타리 ‘야산’, ‘다굴’, 노랑느타리 ‘장다리’, 국내 재배적응

성이 높은 수출용 큰느타리 ‘설송’,  질감이 우수하고 향이 약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위

1호’등 7품종의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국산품종 확대보급 사업에 따라 출원된 품종 느타리 

등 36품종을 397개소에 보급하였고, 25개 농가에 농가실증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품종 확대보급으로 버섯 로열티 절감 및 점유율 확대

품종보호출원*된 양송이 신품종 ‘새정’을 2개 농가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에 힘입

어 40.2%(’11)에서 44.6%(’12)로 버섯류 국산화 보급률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열티 

협상력을 강화시켜 버섯 로열티 절감액이 5.9억(’11)에서 7.5억(’12)으로 증가되었다. 

※ 버섯 품종보호 :   버섯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품종을 육성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신
청하며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버섯에 대하여 적용되어 이후 외국
품종의 사용에 대하여는 로열티 지불 의무가 생긴다.  

용 어 설 명

큰느타리 신품종 ‘아위1호’양송이 신품종 ‘새연’ 국산품종보급 현장평가회



4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조광현, 041-580-3362, ckh1219@korea.kr

Korean dairy bulls of genetic superiority

한국 젖소 씨수소의 
국제적 우수성 확인

개량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 유전능력평가기구(Interbull)*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해외에서 유통

되고 있는 씨수소와 대등한 입장에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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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산 씨수소 능력 국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기술 개발 

국내 생산 씨수소의 능력과 수입 유전자원 간 결합된 유전능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내산 씨수소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이에 젖소의 주요 형질인 유생산, 

유지방, 유단백 등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 1산차(産次)만을 이용한 단형질모형에서 5산차까

지의 형질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하는 다형질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유전평가기구

(Interbull)의 검증을 통과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전자원 자립화 및 수출기반 구축

향후 우리 씨수소만을 이용하여 검증을 받아 우리 종축의 유전자원으로 자립화가 가능하

게 되어 세계 젖소 종자시장의 종속 없이 정액구매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역시 

다른 나라에서 같은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젖소의 능력이 좋게 평가 받을 경우 

수출의 최적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불(Interbull) :   전 세계 39개국의 회원국으로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주관, 국
제 유전능력 평가 서비스를 통해 회원국에 정보 제공, 각 국별 기록절차, 자료처리 등에 관한 관리
감독, 자문역할 수행하는 기구

용 어 설 명

뉴스홍보 3D프로그램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수행

→ 유전능력평가 개발모형

국제유전평가 절차



42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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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of superior breeding sire ‘Chukjin Duroc’ for pig industry development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우량 씨돼지 ‘축진듀록’ 보급

국내 소비자의 고급돈육 선호도에 맞추어 실용돈 생산을 위한 우리나라 3원 교잡돈 생산 교배체계에서 부계(父

系)품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듀록종의 계통조성을 통하여 외국산 씨돼지에 대응하는 ‘축진듀록*’을 개발·보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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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43

연구성과의

핵심은!

잘 자라고 후대의 고기맛도 좋은 씨돼지 개발 

‘축진듀록’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여년에 걸쳐 개량하고, 상표등록(등록번호; 

4007784690000)된 계통 조성돈으로 주요 특징은 국내 환경에 적응한 청정돈으로서 돼지 

만성 소모성 질환(PRRS), 물퇘지고기*(PSS)생산 유전자 음성돈으로 소비자 및 실용돈*(3

원교잡돈) 생산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개량된 계통돈이며 산육능력도 우수하여 우수돼지인

공수정센터의 기준규격 합격률이 70% 정도로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순종 및 

후대의 육질 또한 우수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축진듀록 육질능력 : 육질 1+등급 출현율(순종59%, 3원교잡 38%)

이렇게

활용됩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수 돼지 인공수정 센터를 통한 활용

이렇게 개발된 계통돈의 실용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

수정액등처리업인증제에 의해 인증 받은 우수 돼지인공수정센터에 2012년까지 57개소에 

576두를 보급하여 고급돈육 생산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또한 국가단위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여 ‘축진듀록’의 활용도 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   

◦ 보급두수(’07~’12) : 총 57개소 576두

- (’07) 16개소 120두, (’09) 15개소 100두, (’10) 12개소 104두, (’11) 6개소 110두, (’12) 8개소 142두

◦ 경제가치(분석, ’10) : 3,285억원/20년간 연 300두 보급 시

※ ‘축진(畜振)듀록’ :   상표등록명 
*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상표등록된 계통조성돈

※ 실용돈 : 소비자가 이용하는 일반돼지로 3가지 품종의 교잡을 통하여 생산

※ 물퇘지고기(PSS) : 고기의 색깔이 정상육보다 백색이며, 고기가 물렁물렁하고 물기가 많은 고기

용 어 설 명

기술이전축진듀록 자돈 축진듀록 보급



44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조인철, 064-754-5710, choic4753@korea.kr

New black pig 'Nanchukmacdon' with superior meat quality and growth rate

육질과 육량을 겸비한 흑돼지 
‘난축맛돈’

제주재래돼지는 육질이 우수한 장점은 있으나 고기맛이 개체 간 차이가 심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

전자분석기법을 통해 육질형질*(근내지방, 적색육, 향미, 연도, 조직감 등)이 고정된 우수한 흑돼지 품종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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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45

연구성과의

핵심은!

첨단 분자유전·육종학 기법으로 흑돼지 신품종 개발

국내산 토종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형질을 활용 첨단 분자유전육종학적 기법으로 육질형

질과 흑모색을 결정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하여 고기맛과 육질형질이 월등히 우수한 흑돼

지 신품종을 개발하였다. 제주재래돼지와 랜드레이스 품종간 교배를 통하여 개발된 흑돼지 

‘난축맛돈’의 특징은 근내지방함량이 평균 10.5%로 일반돼지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육색

은 12.35로(일반돼지 6.5) 쇠고기 수준의 붉은색을 띄며 육질이 우수하여 전 부위가 구이용

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흑돼지 신품종 『난축맛돈』대량 증식 및 산업화 기반 구축

개발 흑돼지 ‘난축맛돈’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7,851억원으로 평가(농업기술실용화재단)되

었다. ‘난축맛돈’은 제주도내 제주흑돼지생산자회에 100두씩 종돈을 분양하게 되며, 흑돼

지 종돈장에서 대량 증식 후 일반 농가에 분양이 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 육질형질과 관련된 원인 유전자 :   돼지 12번 염색체상의 MYH13과 MYH4 유전자 영역에서, 검은 털은 8번 염색체상의 
KIT 유전자가 원인 유전자로 밝혀진 것을 이용

용 어 설 명

개발 흑돼지제주재래흑돼지

난축맛돈 등심일반돼지 등심 난축맛돈 기호도평가



46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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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ization of a Korean indigenous chicken, ‘Woorimatag’

토종 신품종 ‘우리맛닭’ 산업화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 외국산 닭이 대량 도입되면서 우리 고유 토종닭은 멸실 위기에 처했다. 국내 가금종자는 

토종닭을 제외하고는 종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유의 토종닭 종자 복원과 활용으로 새로운 

시장창출과 지역별 브랜드화로 산업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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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우수한‘우리맛닭’개발

전국에 산재한 고유의 특성을 가진 토종 종자를 복원하여 조성된 계통과 토착*화된 계통 등 

5품종 12계통의 순계를 이용하여 재래종*보다 크고 성장이 빠르며 휘발성 향미성분과 콜라

겐 함량이 많으며 육질이 쫄깃쫄깃한 우리맛닭을 개발하였다. 2012년에는 원종계분양 방

식으로 우리맛닭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리맛닭’보급 확대로 토종 신품종의 지역 브랜드화

종계농장, 실용계농장, 전문외식업체가 수평계열화로 연계되는 형태로 산업을 확장하고 가

공품 개발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방식을 종계에서 원종계로 전환함으로써 

보급률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국가주도의 골든시드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집단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래종과 토착종 :   재래종은 예로부터 사육되었고 다른 품종과의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품종을 말하며 토
착종은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이 되어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완전히 적응된 품종을 말하는 것이다.

용 어 설 명

우리맛닭 홍보우리맛닭 체중 우리맛닭 이용 생산제품

우리맛닭 종계농장 복원된 토종 종자들 우리맛닭 교배방법



4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김학규, 041-580-6717, hkkim1@korea.kr

Improv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igenous duck

토종오리 종자 개발 및 산업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리종자의 대부분은 수

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종오리 사육농가 중심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국산 종자 및 사

육기술 개발 요구로 토종오리 종자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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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우리 입맛에 맞는 토종 오리종자 개발

우리 고유의 혈통이 고정된 토종오리 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30주령 초기세대검정을 통해 

2계통(부·모 계통)을 조성하고 교배체계를 확립하여 육량을 개선하였다. 조단백질과 불포

화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많고 보수력이 높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풍미가 좋은 토

종오리 종자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리맛오리’시범보급 및 산업화

종오리*농장, 실용오리*농장, 전문외식 및 유통 업체가 수평적인 계열화로 연결되는 산업화

로 ‘우리맛오리’외 4건의 상표등록과 종자보급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되는 토종오

리 종자인 ‘우리맛오리’는 차별화된 맛으로 지역 브랜드화와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 토종 종오리 보급목표 : (’13)10천수 → (’15)50 → (’20)100

* 종오리(PS) 1수는 200수 정도의 실용오리 생산

※ 종오리 :   실용오리(일반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아비가 되는 오리

※ 실용오리 :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소비하는 오리

용 어 설 명

토종 실용오리의 성장곡선 새끼 종오리 시범보급

토종오리 수컷 토종 실용오리토종오리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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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손범영, 031-290-6758, sonby@korea.kr

New maize hybrid cultivars, ‘Yanganok’ and  ‘Singwangok’ for silage and grain 

조사료와 농후사료 겸용 옥수수 
‘양안옥’, ‘신광옥’

젖소에서 우유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비육우에서 고품질의 우수한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기간 중

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야 한다. 옥수수는 다른 사료작물과는 달리 영양분이 풍부한 종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료와 농후사료*로써의 역할을 함께 지니고 있는 우수한 사료작물이다. 따라서 국내 조사료

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수입 품종보다 사료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도 많은 사료용 옥수수 ‘양안옥’과 

‘신광옥’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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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생육특성이 우수하며 채종이 용이

‘양안옥’은 쓰러짐에 강하며 건물수량과 종실수량이 많고 수확기에 이삭 아래 잎들이 늦게

까지 푸르게 유지돼 사일리지 사료용으로 적합하며 건물수량은 10a당 1,745kg이다. ‘신광

옥’은 100주당 이삭수가 많으며 쓰러짐에도 강한 종실 사료용 품종으로 종실수량은 10a당 

781kg이다. ‘신광옥’은 채종이 쉬우며 채종수량이 10a당 384kg으로 기존 품종들보다 많

아 채종농가의 소득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옥수수 농가 보급 시기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양안옥’과 ‘신광옥’은 현재 품종출원 중이며, 이르면 2016년

부터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보급되고 있는 광평옥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사

료용 옥수수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료 : 지방·녹말·단백질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가 많은 사료 ≪건초 따위≫

※ 농후사료 : 단백질·지방·탄수화물이 풍부한 사료 ≪곡류, 깻묵류 따위≫

용 어 설 명

신광옥의 식물체와 이삭모양

양안옥의 식물체와 이삭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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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지희정, 041-580-6749, cornhc@korea.kr

New variety and commercialization of Italian ryegrass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IRG)*는 추위에 약해 남부지역에 한정 재배되었으나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한강이

남 전역에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고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종을 개발 보급하여 중부지역 답리작 재배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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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자산업 육성 53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확기가 다양하고 추위에 강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2개 품종 개발

‘그린팜’, ‘그린팜 2호’는 극조생 품종으로 기존 조생종보다 출수가 8~10일 빨라 중부지

방에서 벼 이앙에 지장이 없다. 또한 코윈어리 등 조생종 3품종은 추위에 강하고 수확시기

가 빠른 품종으로 모내기 전에 수확이 가능하여 답리작 재배에 알맞다. 중생종으로는 코윈

마스터가 있고, 5월 하순부터 수확 가능한 만생종은 코위너 등 6품종이 개발되었다. 

○ 내한성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안전재배지역 확대

- 대전이남(1월 최저평균 5℃)에서 한강이남전역(–9℃)으로 확대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품종 보급 확대로 종자 자급률 제고 및 답리작 재배 확대

12개 품종 중 8개 품종은 국내종자회사에 기술 이전되어 국내 총 종자소요량의 30%를 점

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코윈어리 등 3품종을 국제종자품종인증

협회(AOSCA)*에 등록하여 국제적인 보증종자생산으로 세계 종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

○ 국내산 IRG 종자자급률(%) : (’10) 15% → (’11) 22 → (’12) 30 → (’14P) 70 이상

※ IRG(Italian ryegrass) :   유럽, 미국 등 범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화본과 1년생 또는 월년생

※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 국제종자 품종보증 인증협회

용 어 설 명

코윈어리[신품종]

<내한성 신품종과 플로리다 80(도입종) 월동 후 내한성 비교(경기 연천)>

코윈마스터[신품종]플로리다80[도입종, 동사]

2012 대한민국기술대상코윈어리, 코스피드

<국제보증종자등록(AOSCA)>

코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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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곽재균, 031-299-1840, jg1000@korea.kr

Enhance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through co-evaluation at field

신소재 유전자원 확보 및 
공동평가를 통한 유용자원 조기제공

새로운 용도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소재 자원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확보된 유전자원이 산업현장에서 조

기에 활용되고 또한 활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수요자와 공동으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평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2012년에 274작물 26천점의 자원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육종가 등 자원수요자와 공동으로 8회 현

장평가를 통하여 벼 등 11작물 592점의 유망 자원을 선발하여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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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품종육성 및 신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원 대량 확보

274작물 26천점의 새로운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식물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 및 종 

다양성을 증가 시키게 되었다. (1,777종 → 1,835)

자원 수요자와 공동평가를 통한 유용자원 선발

자원 수요자가 필요한 벼 등 11작물 592점의 유망 유전자원을 선발하였다.  

○ 유용자원 선발(2012) : 벼 70점, 콩 41, 맥류 153, 고추 74, 배추과 112, 상추 67, 토마토 36, 호박 39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로이 확보된 자원의 증식 및 특성평가

새로이 확보된 유전자원은 증식 및 특성평가를 추진하고 증식된 자원은 안전보존하며 특성

평가 자료는 자원수요자에게 공개하여 필요한 자원을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동평가를 통한 유용자원 선발 및 활용

현장평가 시 자원수요자가 직접 선발한 유용유전자원은 산업현장에서 품종육성 등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결구 갓

로메인 상추*

흰가루병 저항성 호박

관상용 유망 보리

※ 로메인 상추 :   ‘로마인의 상추’라는 뜻. 일반 상추보다 줄기가 두껍고 아삭거리는 식감 때문에 쌈채 보다는 샐러드용
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추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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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정윤, 031-299-1886, naaeskr@korea.kr

Cryopreservation techniques for clonal germplasm

영양체 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

사과 등 종자번식을 하지 않는 영양체 유전자원은 포장보존 시 병해충 이나 자연재해 등 소실위험이 항상 존재하

므로 영구보존이 가능한 초저온동결보존*에 의한 중복보존이 필요하다. 사과 휴면아*의 ‘2단계 동결법’을 개발

하여 국내 주요 품종인 ‘홍로’에 적용하여 온전한 식물체로 재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재생률 78.4%). 이 방법

은 사과의 휴면아를 포함한 가지를 건조 후 (30%),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한 상태로 -30℃까지 저속 냉동(1

단계) 후 –195℃까지는 급속냉동 (2단계)시켜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존 초저온동결보존 방법과 달리 해동 후 기내 

재분화 및 순화를 거치지 않고 접목을 통해 온전한 식물체로 재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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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2단계 동결법’을 이용한 사과 휴면아의 초저온동결보존 방법 개발

‘2단계 동결법’을 이용한 초저온동결보존법을 개발하여 국내 주요 사과 품종인 ‘홍로’에 

적용하여 온전한 식물체로 재생시켰다 (재생률 78.4%). 사과 휴면아의 초저온동결보존 기

술은 미국 농무성에서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의 시도이

며 국내 주요 품종인 ‘홍로’를 적용하여 높은 재생률을 얻은 점은 향후 국내 사과 유전자원

의 영구 안전보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과 유전자원의 보존 비용 획기적 절감

◦ 1천점 초저온동결보존 시 : 86,779천원/년 절감

*   포장보존 87천 원/주/년, 기내보존 32천 원/주/년, 초저온동결보존 1.1천 원/주/년 (2000, 미국 ARS)

사과 유전자원의 영구 안전보존 가능 

영양체 자원의 상보적 안전보존체계 이행으로 이상기후 등에 의한 자원 소실방지

※ 초저온동결보존 :   생물의 조직체, 화분, 캘러스, 세포주 등을 액체질소(-196℃)의 극저온에 일정기간 보존한 후 해동
하여 재생시키는 일련의 과정

※ 휴면아 : 형성된 후에 어느 기간 동안 발육하지 아니하는 휴면 상태의 눈

용 어 설 명

시료 건조 (수분함량 30%) 1차 동결 (-30℃까지,  1℃/hr속도)

2차 동결 (액체질소 보존, -196℃) 해동 후 활력 검정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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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김재환, 063-620-3522, jkim3892@korea.kr

Entry of animal genetic resources in DAD-IS (FAO)

가축유전자원 
국제기구(FAO) 등재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자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6축종 24품종을 신규로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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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우리 가축유전자원의 국제기구 신규 등재

호반무늬의 특징을 보이는 멸종 위기종인 칡소, 순수 복원된 재래돼지인 축진참돈, 고문서

와 고화 등을 토대로 농가에서 복원한 긴꼬리닭 등의 재래품종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등에 적응되어 토착화된 외래 젖소품종인 홀스타인 등 6축종 24품종이 가축다양성정

보시스템에 신규 등재되었으며, 이로서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등재 품종은 전체 14축종 

76품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제적 주권주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

최근 국제적으로 자원 보유국의 주권 인정과 이에 따른 자원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음을 감

안할 때, DAD-IS에 등재된 품종정보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국제적 권리주장을 위

한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1996년에 동물유전자원의 범지구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구
축·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0여 개국으로부터 14천여 품종이 등재되어 있음

용 어 설 명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품종정보 검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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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한희석, 031-290-6825, hanhs10@korea.kr

Practicality of rice direct hill seeding technology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개발 실용화

벼 무논점파*는 2015년 쌀 관세화 및 FTA를 대비한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저비용 생력재배*기술이

다. 물 논(담수)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파종하는 직파(점파) 재배기술은 기존 직파재배 대비 입모향상에 유리

하고 쓰러짐 감소, 생육이 균일 하여 수량과 미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장 실용화에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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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63

연구성과의

핵심은!

생산비 절감 현장 실용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험은 양구, 장흥, 함안, 대전 등 13개 지역에서 호품, 수

안, 칠보, 대보, 중생골드, 오대벼, 하이아미, 건양미 등의 품종으로 65ha 수행하였다. 그 결

과 결주율은 3~6%이며, 입모율은 74~84%로 양호하였다. 중묘기계이앙과 비교하여 무논

점파에서 수량성이 1~10% 증수하였다. 증수요인은 이삭수 및 등숙률 향상에 기인한다. 현

지 농가를 대상으로 벼 무논점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논점파기 작업 성능과 보급 

전망은 86.2%~96.8% 좋다고 응답하였다. 벼 무논점파 재배확대를 위하여 205개소에 시

범사업을 추진하여 9,450ha에 확대 보급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전국 실증 시범 및 파급효과

○ 벼 무논점파 재배면적 현황

- (’08)150ha → (’10)6.3천ha → (’12)9.4천ha

○ 이앙재배 대비 장점 

- 육묘 이앙단계 노력시간 22시간/ha(35.3%) 절감, 비용 204천원/ha 절감

- 노동력 25~30%, 이앙단계 생산비 23%(ha당 생산비 8~10%) 절감 가능

○ 고령화된 노동력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

- 전국 10% 재배시 1,020억원 절감 : 노동력 450억 + 육묘·이앙 비용 570억

※ 무논점파 : 물 논(담수)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일정한 간격으로 볍씨 5~7립을 점파하는 재배기술

※ 생력재배 : 노동력을 덜 들이는 재배 방법

용 어 설 명

현장시범교육 파종연시 기술컨설팅 무논점파 입모광경 성숙기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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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정건호, 031-290-6768, ideaway@korea.kr

Cultivation technology for the double cropping of waxy corns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각종 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한편으로 작물 재배기간이 길어지

는 기회요인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1년에 찰옥수수를 두 번 재배 할 수 있는 2기작 재배*

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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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65

연구성과의

핵심은!

찰옥수수 2기작 재배에 알맞은 파종시기

옥수수는 파종-수확까지 재배기간이 짧아 작부체계상 매우 유리한 작물이다. 찰옥수수는 

수익성이 높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찰옥수수는 일년에 한번 재배를 하였는데, 주로 4월 상·중

순에 심어 7월 상순 ~ 하순에 수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의해 재배 가능기

간이 연장됨에 따라 찰옥수수를 일차로 수확하고, 7월 하순까지 찰옥수수를 다시 심으면 

조생종은 9월 중순경, 중만생종은 10월 중·하순경에 풋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찰옥수수 재배농가 신 소득원 창출

찰옥수수 2기작 재배는 경지이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배농가는 소득이 높아지고, 소

비자들은 신선한 풋옥수수를 늦가을까지 먹을 수 있다. 찰옥수수를 한번 재배하면 10a당 

소득이 87만 원 정도이나 2기작 재배를 하면 소득이 212만원으로 한번 재배하는 것 보다 

144% 이상 소득이 더 많아진다. 풋옥수수 가격은 여름철에는 kg당 1,073원 이지만 가을

에는 1,385원으로 가격이 더 높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옥수수대는 양질의 가축사료로 이용 

할 수 있다.

※ 2기작 재배(두번짓기) : 같은 작물을 일년에 두 번 재배하는 방법

용 어 설 명

찰옥수수 2기작 재배 홍보

농가기술지원   2기작 찰옥수수 식미 평가

2기작 재배 수확체험 및 기술지원 

 초등생 옥수수 수확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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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이충근, 031-290-6681, leegaka@korea.k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on rice

기후변화가 벼에 미치는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식량생산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의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주곡 작물인 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방법과 작물모형* 

기술을 융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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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67

연구성과의

핵심은!

실험적 방법 및 작물모형 융합 벼 영향평가 체계화

미래 기후변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온도구배형 온실을 설치하여 실험적 방법에 의해 기

후변화 주요 변동요인과 벼 생육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육을 예측하

기 위해 벼 전용 작물모형‘ORYZA2000’을 선정하고 기후시나리오 기상 입력자료 등 작물

모형 생육 모의실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온도구배형 온실*을 이용한 기후변화 

실험 ⇒ 작물모형 개선 ⇒ 작물모형 이용 미래 기후변화 조건에서의 벼 생산성 분석」의 체

계적인 벼 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원천자료로 활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므로써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데 원천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기후변화 적

응 벼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 방향제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물모형 :   제한된 정보(품종, 재배 및 기상환경)를 이용하여 작물의 주요 생육과정을 모의하는 수학적 모델

※ 온도구배형 온실 :   온실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온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논 또는 밭에 다양한 조건의 기상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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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 구본일, 063-840-2161, kubonil@korea.kr

Damage assessment and yield estimation of rice affected by typhoon around 
heading stage

벼 출수기 전후 태풍에 의한 
피해 산정 및 수량 추정기준 설정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발생하는 이상기상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벼 출수기 이후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태풍발생시 벼 등숙의 진행정도와 피해정도를 비교하고 각 생육단계별 피해정도에 따른 쌀 수량의 감소정도

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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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69

연구성과의

핵심은!

태풍 발생시 벼 피해양상 이삭패는 시기에 좌우

벼 이삭이 여물어가는 시기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의 발생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어린 

이삭을 손상시켜 벼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은 이삭이 패

기 시작한지 5일쯤 되는 이삭을 심하게 변색시키고, 그 이후 등숙이 경과됨에 따라 피해 정

도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 피해시 생육단계별 수량감소 정도는 출수후 5일(40%), 

출수기(30%), 출수후 10일(20%), 출수후 15일(5%) 순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태풍 발생시 벼 피해 추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기준 설정

태풍 발생시 벼 피해양상에 따른 피해량 산정과 피해정도에 따른 등숙후 수량 추정으로 쌀 

수급의 예측과 태풍발생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벼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작물 보험

용 어 설 명

태풍 발생시 기상사진과 이동경로

태풍 발생후 수량 감소출수후 5일(좌), 20일(우) 태풍발생시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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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문영일, 064-741-2570, yimoon@korea.kr

High-resolution digital climate change scenario maps for agriculture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농업용 미래 상세전자기후도 제작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작물 생산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RCP*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게 미래의 농업을 전망할 수 있는 해상도가 높은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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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71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해상도(30m) 농업용 미래 전자기후도 제작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시나리오(RCP 4.5, 8.5)를 바탕

으로 하여 2011년부터 2099년까지 10년 단위로 기온, 강수량에 대해서 월별 30m 해상도

의 전자기후도를 제작하고, 이를 고랭지배추, 한지형 마늘, 난지형 마늘, 감자, 참다래 등 5

종 작물에 적용하여 미래의 잠재적 재배적지를 농장 또는 필지단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지

도를 만들었으며 작물재배 한계지를 설정하기 위해 극최저기온 및 저온발생일수 예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미래 작물생산 및 재배적지 예측 체계 구축

농업용 미래상세 전자기후도는 식량, 축산, 원예작물 등 우리 농업 각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생산성을 예측하거나, 국가나 각 지자체별로 미래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작물의 수량, 품질, 생산성 평가나 재배지 이동에 대해 보

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다.

1981~2010

고랭지배추 잠재적 재배적지 변화 난지형 마늘 잠재적 재배적지 변화

2041~2050 1981~2010 2041~2050

평년 (1981~2010) 2041~2050 2081~2090

RCP 8.5 적용 농업용 상세전자기후도

※ 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대표농도경로) 
-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
우 태양복사의 복사강제력을 의미함(4.5와 8.5의 의미는 지상에 도달되는 태양복사 238W/㎡의 복사강제력의 
1.9%와 3.6%로서 각각 4.5W/㎡, 8.5W/㎡를 뜻함)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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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한점화, 031-240-3681, najuflower@korea.kr

System for stable production of fruits under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응 과수안정생산 기술

기후변화로 과수 재배지가 변동되고 이상기상 발생이 증가하여 과수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는 아열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과수 재배지 변동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각종 기상재해의 총 피해 규모는 17조 3천억원 정도이며, 앞으로도 이상기상에 따른 기

상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농업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과수 재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수확량을 

설정하고, 기상 변동에 따른 과수 생육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사

과 등 주요 과수 5품목의 재배적지 변동 예측지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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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재배적지 변동 전망

46,020㎢ (국토의 47%)

기준년도
(1981~2010)

49,609(48%)

2020s
(2015~2024)

13,206(13%)

2050s
(2045~2054)

1,213(1%)

2090s
(2085~2094)



02. 식량자급률 향상 73

연구성과의

핵심은!

과수 재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수확량 설정

주요 과수 7작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감귤)의 품종별, 재식주수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을 설정하여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피해산정 금액을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과수생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국 8개도 100농가의 생육기 및 품질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 기후변화시나리오(RCP8.5) 기반 과수 재배적지 변동 예측 지도 작성

주요 과수 5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의 2020년대, 2050년대, 2090년대의 재배적

지 변동 예측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과수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과수 표준 수확량은 재해보험 신규가입농가의 재해보상 기준으로 활용되며, 과수생육 모니

터링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는 금후 이상기상 발생시 생육예측 등 이상기상 대응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는 과수산업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36,799㎢

기준년도
(1981~2010)

복숭아 재배적지 변동 전망

48,262

2020s
(2015~2024)

50,214

2050s
(2045~2054)

17,447

2090s
(2085~2094)

전국 과수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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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수리생물학연구팀 이상희, 042-717-5760, sunchaos@nims.re.kr

Implementation of virtual system to predic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ver 
the eco-system in rice paddy 

기후변화가 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가상생태계 구현

기후 변화에 따른 논생태계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과학적 예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쌀 생산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식량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가상논생태계 통합시스템인 Ricefarm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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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75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상논생태계 통합시스템 RiceFarm 개발

벼를 비롯해 해충, 거미 등으로 구성된 논생태계 먹이사슬을 수리적으로 모델링 하여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쌀 생산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 토양, 벼품종 등의 

입력 데이터의 단위를 시군구 단위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측의 정확성을 높였다. 한편,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모델을 통해 쌀 생산량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논생태계 변화 분석 및 식량위기 대응책 마련

논 생태계 내의 군집구조, 생물량 및 물질흐름과 에너지 전이구조를 종합적으로 밝힘으로

써 논생태계 내 구성원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위기의 발생원인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 식량위기의 조

기경보 모형을 구축 및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논생태계 수리모델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모델

논생태계 먹이사슬 구조 연구

기후 등 환경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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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김이현, 031-290-0345 yhkim75@korea.kr

Remote sensing technology to assess agricultural environmental information

원격탐사를 이용한 
농업환경정보 평가 기술

식량위기와 이상기상에 따른 신속 정확한 농업 생산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 원격탐사*를 이용한 작물생육 및 

토양환경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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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77

연구성과의

핵심은!

원격탐사를 이용한 작물생육 및 토양환경 평가

○   (지상 레이더 자동관측시스템 개발) 관측 레이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를 실시간 관측(10분 단위) 하였다. 레이더파와 작물(벼, 콩, 밀) 생육인자와의 상관

성 분석을 통해 작물 생육 추정을 위한 레이더 시스템 최적조건을 찾고 생육량 추정모형

을 개발하였다.

○   (지상레이더) 지상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하여 레이더파와 토양수분함량과의 상관성 분

석을 통해 토양수분함량을 추정하였다(R2=0.88***).

○   (레이더 영상) 레이더셋-2(RADARSAT-2)을 활용하여 서산지역 벼 생육 상태를 관측하였

고, 벼 생체중, 엽면적지수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   (광학영상) 라피드아이(RapidEye)을 이용하여 북한 논 면적을 계산한 결과(5,747km2) 

FAO에서 추정한 북한 논 면적과 99% 일치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원격탐사 이용 농업적 활용방법 제시

원격탐사 정보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토양환경정보와 농작물 생육정보를 수집, 분석하

여 가뭄, 홍수 등 재해대책 수립과 식량안보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원격탐사 :   전자기파(광학, 레이더파 등)를 감지하는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농경지 수분, 작물생육 정보 등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과학 기술

용 어 설 명

밀 생체중 추정벼 이삭중 추정 콩 엽면적지수 추정

북한 논 분포 지도토양수분 추정 농작물 생육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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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김건엽, 031-290-0240, gykim1024@korea.kr

Development of emission factors and assessment of emission for GHGs at crop 
land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아산화질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장치, 그

리고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탄소성적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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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79

연구성과의

핵심은!

저탄소 농업 기반기술 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

논물 및 유기물 관리 등 메탄 5종, 벼 및 고추 등 6작물에 대한 아산화질소 6종의 국가 고유

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1종을 개발하여, 국가 및 지자체 배출량 산정의 정밀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가스 포집에서 측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산화질소 자동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함으로써 배출량 산정의 국

가 신뢰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식량작물 9품목, 과수 9품목, 채소 27품목, 특용작물 2품목 등 총 47개 품목을 대상으

로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손쉽게 자동 계산할 수 있는 농산물 탄소성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저탄소농산물인증 시범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응 국가정책 지원 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을 위한 농업부문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기후변화협약의 회

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의 정밀성에 관한 국제사회 신뢰도와 함께 국격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측정을 자동화한 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연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

며, 선진국 대비 95% 이상의 기술력 확보로 온실가스 측정과 분석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농산물 탄소성적 D/B 구축으로 향후, 정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 돼 

앞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온실가스 배출계수 :   온실가스의 배출을 정량화하는 계수를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사용
한다.

용 어 설 명

관련 홍보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구조 아산화질소 자동측정장치 개발

관련 홍보프로그램 메인 화면 단계별 탄소성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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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성경일, 033-250-8635, kisung@kangwon.ac.kr

Mapping system for production of high quality forage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맞춤형 조사료 생산전자지도

축산농가의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토양, 기후 및 조사료 

생산성 등을 고려한 조사료별 재배적지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료* 생산지도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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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량자급률 향상 81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사료 적지 재배를 위한 적지적작 기반 구축 및 

지역별 재배 제한 요인 정보 제공

조사료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및 기후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적화된 조사료

를 선택하고, 해당 지역별로 조사료 생산을 저해하는 재배제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 보다 나은 조사료 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존 구축되어 있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지역별 토양정보와 기상청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정

밀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전에 제시되었던 중부이남, 남부지방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농가 포장 주소 수준의 매우 정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농가 포장에서 재배하기 가장 유리한 조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배적지 기

준의 각각의 점수를 통해 생산 저해요소를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반구축을 통해, 조사료에 대한 재배적지, 지역별 파종시기, 토양개량 방법 등과 같

은 지역별 맞춤 재배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클릭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료비 절감과 사료 자급률 향상 및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 기대

축산농가가 최적의 조사료를 적정 재배방법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조사료별 재배적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조사료를 선택하고, 낮은 점수의 요

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배한다면, 조사료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한국의 토양, 농업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일명 ‘흙토람’이라고도 함.

※ 조사료 :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용 어 설 명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03
2 0 1 2 	 농 업 과 학 기 술 개 발 사 업 	 주 요 연 구 성 과	



84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01
03»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최용, 031-290-1871, happymind@korea.kr

Integrated mechanization in garlic and onion production

파종에서 수확까지 마늘·양파 
일관기계화 작업체계 확립

마늘과 양파는 지역별로 재배양식이 달라 일부지역에서만 파종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마늘·양파 기계화 재배양식을 설정하였으며, 일관기계화 작업체계를 확

립한 결과, 마늘 생산 노력은 41%, 양파는 76%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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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기계화 적응 표준재배양식 설정

마늘·양파의 경우 두둑폭 등 재배양식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특히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확할 때 작물에 손상이 발생되어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트랙터를 기반으로 하

는 기계화 표준재배양식을 두둑폭 120cm, 골폭 50cm, 마늘은 10줄, 양파는 8줄로 설정

하였다.

일관기계화 작업체계 확립

마늘·양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준비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든 기종을 

투입하는 일관기계 작업체계를 확립하고, 주산지에서 현장시험을 통하여 일관기계화 효과

를 구명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마늘·양파 일관기계화 재배로 생산노력 및 비용절감

일관기계화 재배를 수행할 경우, 기존 재배방식에 비해 마늘의 생산노력은 41%, 생산비용

은 19%, 양파의 경우 각각 76%, 51%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행 일관기계화

마늘 생산노력 277.5시간/10a → 163.6시간/10a

생산비용 2,738천원/10a → 2,230천원/10a

양파 생산노력 241.2시간/10a → 57.7시간/10a

생산비용 2,145천원/10a → 1,055천원/10a

쪽분리·선별 경운·정지 파 종 수 확

마
늘

줄기절단

파 종 정 식 줄기절단 굴 취

양
파

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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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홍영기, 031-290-1854, sanm70@korea.kr

Portable soil sensor

휴대형 토양측정장치 

대부분의 농가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비료와 물을 공급함으로써 염류집적이나 과습 피해 등을 일으켜 수확량 감소

와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작물이 쓰고 남은 화학비료에 의해 하천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장치는 별도의 분석장비 없이도 토양의 전기전도도, 수분, 경도, 온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면 토양환경을 수치화 정량화가 가능하여 필요한 만큼 비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화학비

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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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87

휴대형 토양측정장치 농업인들과의 의견교환 시설오이농가 깊이별 전기전도도 분포

연구성과의

핵심은!

토양 속을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 개발

휴대형 토양측정장치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작물의 뿌리부근까지 측정이 가능하

며, 전극이 설치된 스테인리스 봉을 5~50cm 깊이에 찔러 넣으면 토양 내 수분, 전기전도

도, 경도, 온도를 5초 만에 측정이 가능하다.

전기전도도는 토양내 비료성분을 간이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고, 경도는 작물의 뿌

리 생육, 배수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반층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한 장치는 원하는 위치의 토양환경을 측정할 수 있어 포장 전체의 토양환경을 지도로 

만들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측정한 포장전체의 토양환경을 기초로 재배작물의 비료와 

물 관리가 가능해 농자재비 절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과학영농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재배 오이,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측정장치로 전기전도도와 

수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비료, 수분을 공급하는 재배시험을 한 결과, 비료량은 

약 20%, 관수량은 약 30% 감소했고, 수확량은 약 30% 증대되는 효과를 얻었다. 

토양환경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과학영농을 통해 불필요한 농자재를 

줄일 수 있으며, 최적의 농자재 투입으로 생산량 증대도 가능하다. 



8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세리, 031-290-0447, seri81@korea.kr

Post-harvest facilities to enhance freshness and safety of perilla leaf

들깻잎 신선도 늘리고 
안전성 높이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들깻잎 유통과정 중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재배농가의 피해가 연간 230억(연소득의 15%)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깻잎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2배로 늘리고 유해미생물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초간편 냉수침지 신속예냉기술’과 ‘농가 보급형 수확후 처리시설’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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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창고 일체형 저온창고 분리형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가보급형 들깻잎 수확후 처리시설 모델 개발

농가보급형 수확 후 처리시설은 소규모(18㎥) 컨테이너 안에 저온창고, 수냉시설, 냉난방

기, 작업대를 갖춘 것으로, 들깻잎을 수확 한 후 이 시설을 이용하여 5℃의 찬물에 1분간 담

근 다음 10℃의 저온창고에 보관하면, 들깻잎에 물을 뿌린 후 실온에 보관하는 기존 방식의 

2배에 이르는 14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품질ㆍ위생관리는 물론이며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산물의 신선도·안전성향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GAP 활성화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연간 390억원의 농가 소득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이미 잎들깨 주산지인 경남 밀양과 충남 금산에서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있

다. 들깻잎을 수확하자마자 가까운 곳에서 바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를 활성화하여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 된다.

※ 농산물우수관리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 어 설 명

관 행 (실온예냉) 개선안 (5℃ 1분간 침지 → 10℃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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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강태경, 031-290-1872, tkkang@korea.kr

Ginseng transplanter 

반자동 인삼정식기 

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 농작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주로 이식재배하고 있다. 인삼의 이식작업은 사람이 쪼그

려 앉아 묘포에서 키운 묘삼(어린 삼)을 한 개씩 45°각도의 일정한 깊이로 심어야만 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기계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삼정식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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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 원리 현장평가회 개최

연구성과의

핵심은!

손보다 정밀한 인삼 심기

인삼을 심을 때 머리 부분을 일정한 깊이로 심어야 똑같은 크기로 자라서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을 생산 할 수 있다. 이 기계는 묘삼을 투입구에 넣어주면 집게로 이 묘삼을 집고 135°

회전하면 흙을 덮어주고 다음 심을 자리로 이동 후 정지한다. 묘삼 심는 각도 45°, 깊이 

3cm, 간격 20cm로 정밀하게 심을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의 인삼 생산이 기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올해부터 농가보급

인삼정식기는 2012년에 특허출원 및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농가 보

급이 가능하다. 이 기계를 이용할 경우 이식 작업 성능은 10a당 7.1시간으로, 인력(30시

간/10a) 대비 76%의 노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식 작업비용은 301,223원/10a으로 인력( 

369,488원/10a)보다 18% 절감된다.

묘공급
(2인)

묘삼 심기 골파기 이동

지면에서 
3cm로 심기

⇒
깊이 22cm
 각도 45°

⇒
이동간격 

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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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강동현, 031-290-1824, kang6906@korea.kr

Potting flower transplanting system

시설원예용 분화류 이식시스템

꽃길 가꾸기나 도시농업 등으로 분화* 및 초화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씨뿌리기, 옮겨심기 등 

인력에 의존하여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트공급에서부터 상토를 담고 구멍을 내어 모

종을 옮겨 심는 이식까지 일련의 작업과정을 자동화시킨 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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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육묘트레이에서 키운 모종을 큰 포트로 이식

본 시스템은 포트공급장치, 상토충전장치*, 혈공장치, 이식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4개의 단위기계장치를 이용해 연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화시스템이다. 포트공

급장치는 포트를 트레이에 담는 작업, 상토충전장치는 포트에 상토를 채우는 작업, 혈공장

치는 채워진 상토에 모종을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원뿔모양의 구멍을 내는 작업, 이식장치는 

육묘트레이에서 자란 모종을 혈공이 된 포트로 이식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이식작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절감

이식시스템이 화훼 육묘장이나 재배농가에 보급되면 노동력·시간·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작업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이식작업에 소요되는 농가경영비를 60%이상 절감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재배규모 확대 및 생산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분화류 : 화분에 심는 식물

※ 상토충전장치 : 분화재배에 사용되는 흙을 포트나 육묘트레이에 채워주는 장치

용 어 설 명

관
행 (

인
력)

자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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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정석태, 031-299-0560, jst@korea.kr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Makgeolli', with beer-like foam

하얀 거품 가득한 
맥주 같은 막걸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막걸리 개발로 기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자에 대한 신 수요를 창출하고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막걸리에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여름에 맥주처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

리를 개발함으로써 막걸리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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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막걸리 제조기술에 맥주와 스파클링와인 제조기술을 접목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방울과 단백질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 생성은 스파클링와인 제조기술을 이용하였으며, 막걸리 속에 단백질을 분해

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기술은 맥주 제조방법을 응용하였다. 막걸리에 이산화탄소가 함유

된 거품을 생성시킴으로써 탄산의 청량감과 거품의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축배용 전통술 거품막걸리

향후 ‘거품 막걸리’ 제조기술이 실용화되면 막걸리 음용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은 물

론 생맥주처럼 청량감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기호에도 맞출 수 있어 막걸리의 소비자층을 

한층 더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막걸리가 지역이나 국가 행사에서 축배용

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막걸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해외로도 더 많

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맥주처럼 마시는 
막걸리

사용 원료의 종류에 따른 
거품 생성정도

과일을 이용한 컬러 거품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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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윤미라, 031-290-6723, mryoon12@korea.kr

Research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flour

쌀가루용에 적합한 
쌀의 특성 구명 및 제분기술

국민소득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의 다양화 및 가공 이용 확대를 위하

여 쌀가루용 쌀의 종류와 특성을 구명하고 쌀가루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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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쌀가루용에 적합한 쌀의 특성

쌀은 밀에 비해 경도가 높아 쌀가루 제조 시 미세하게 분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기류식제분기를 이용하여 공기기류속도 40㎐~60㎐, 분급속도 5㎐~15㎐의 조

건을 설정하여 분쇄한 결과, 쌀가루 입자크기는 70 ㎛ 이하이고 손상전분*함량은 10% 이

하로 밀가루와 유사한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었다. 쌀가루용에 적합한 쌀의 특성은 전분과 

분쇄된 입자의 형상이 일반 쌀 전분의 다각형과 달리 둥근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쌀가루용 쌀 이용기술 보급

쌀가루용 쌀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수입밀가루 10%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평균 20만 

톤의 쌀가루 소비가 예상되며, 이를 통한 쌀가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손상전분 : 쌀이 분쇄될 때 충돌에 의하여 손상된 전분

용 어 설 명

쌀 종류별 손상전분 비율

일반 쌀 쌀가루용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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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서효원, 031-290-6161, shwonkw@korea.kr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mass production and export of high quality 
preserved flower

보존화 대량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 

장미 등 주요 절화를 이용한 고품질 보존화*를 연간 20만본 이상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존화

의 주요 소비시장인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주요 색상별 염료 사용 농도를 설정하여 생산 현장에 적용하였

으며, 생산된 보존화를 시범 수출하는 등 화훼 수출 품목 다변화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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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국산 보존화 생산기술의 현장실증을 통한 대량생산 기반 마련

보존화의 주요 소비시장인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주요 색상의 보존화를 생산하기 

위한 염료의 사용 농도를 설정하여 생산 현장에 적용하였다. 국내최초의 보존화 수출브랜

드인‘에버로즈(Everose)’를 출시하고, 봉화군과 공동으로 연간 20만본의 보존화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치를 지원하였다. 최근까지 생산된 보존화를 시범 수출하여 일본측 바

이어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화훼류의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및 수출 품목으로 육성

보존화는 최근 우리나라 절화 시장과 해외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훼류의 새로

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존화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인접해있는 

점과 수출을 위한 별도의 수확 후 관리와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점, 러시아와 같은 원거리 

이동과 추운지역에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수출 품

목으로서의 보존화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보존화 :   꽃이 가진 수분을 특수용액으로 탈수시키고 글리세롤이 함유된 유연제로 치환하여 꽃의 질감을 2년이상 생
화처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가공한 꽃 

용 어 설 명

보존화 대량생산시설(좌) 및 
국산보존화 브랜드“에버로즈”CI

다양한 장식소재로 활용된 보존화



10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신영안, 031-240-3586, sya7357@korea.kr

Training labor-saving of pepper cultivation using nets

고추 터널재배 시 
그물망을 이용한 유인노력 절감

고추는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큰 작물인데 수량을 올리기 위하여 소형터널을 이용한 조기정식을 시

도하고 있다. 고추 소형터널재배 시에 소요되는 유인노력을 경감시키고자 그물망을 이용한 유인작업을 시도하

여 유인노력을 53%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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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그물망을 이용한 유인노력 절감기술 개발

고추 소형터널재배 시 3~4회 줄 유인작업을 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과도한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화훼 절화재배에서 사용하는 그물망을 고추 줄기유인에 적용함으로서 유인회수를 

1회로 줄일 수 있고, 유인노력 53%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물망은 비닐이나 부직포*의 피

복을 벗긴 다음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추의 생장에 따라 그물망의 높이가 조절됨으로 강풍

이나 태풍 등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가지유인노력 절감으로 편한 고추재배 가능

고추는 재배를 하기위해 노력이 많이 드는 작물이어서 최근에는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

령화로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고추 소형 터널재배 시에 이 그물망 유인기술

을 적용함으로서 유인노력을 줄일 수 있고, 유인작업 비용도 12만원/10a 정도 절감할 수 있

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터널재배뿐만 아니라 노지재

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 부직포 :   작물재배에서 비닐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재로서 섬유를 적당히 배열하여 만듬. 특성은 가볍고(15~20g/㎡) 
공기와 수분의 이동이 용이하며, 광투과율(75~90%)이 높음. 

용 어 설 명

고추 소형터널재배 모습 피복제거후의 모습 고추 그물망 설치 모습

수확기의 고추 모습 관행적인 줄유인 모습 고추 현장평가회 보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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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지강, 031-240-3649, kjg3@korea.kr

Practical CO2 technology for quality maintenance of strawberry

딸기 선도유지 저비용 
CO2 처리 기술 확립

딸기는 수확 후 쉽게 물러져 오래 유통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국내산 딸기에 대한 수출요구가 높아지면서 수출

국 현지에서의 유통과정 중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신선도 유지 

효과를 높이면서 처리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저비용 CO2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을 확립

하여 딸기 수출단지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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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저비용 CO₂ 처리 기술에 의한 딸기의 선도유지 기간 연장

딸기 선도유지 기술은 착색도가 60~80% 딸기를 수확하여 1일 이내에 CO₂ 가스를 처리

하는 방법으로 100㎛ PE 플라스틱 필름으로 팔레트에 쌓여진 딸기를 덮어 밀폐시킨 다음 

25~30%의 CO₂ 농도가 3시간 유지되도록 처리한다. 이 방법은 저장고 등의 시설을 사용하

는 것 보다 CO₂ 소모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빠른 시간(2~3분)에 목표 농도에 도달해 작업 

효율성이 높으며, 어느 장소이든지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출용 딸기 ‘매향’과 ‘설향’ 

품종에 저비용 CO₂ 처리기술을 적용한 결과 딸기의 경도가 증가하여(설향 0.44 → 0.50,  

매향 0.68 → 0.96 Kg) 유통 중에 무르는 증상이 적었고, 부패도 20% 이상 감소되어 신선

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딸기 신선도 향상에 따른 수출용 딸기에 CO₂ 처리기술 활용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딸기 수확 후 CO₂ 처리기술은 신선도유지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

이 적게 소요되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이다. 앞으로 국내산 딸기

의 수출 확대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내수용 딸기에도 적극 활용하여 딸기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CO2 처리한 수출용 딸기 CO2 처리 효과

플라스틱 필름 씌우기 CO2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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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홍윤표, 043-871-5581, hongyp0113@korea.kr

Functional packing and washing system for quality maintenance of fresh ginseng

인삼 선도유지를 위한 
세척 및 기능성 포장재

인삼은 수확후 흙이 묻어 있는 채로 유통이 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며 소비자도 흙과 이끼가 함께 있어

야만 신선한 인삼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인삼에 묻어 있는 흙은 유해한 미생물이 있어서 이끼와 대바구니에 

포장하여 유통하는 인삼의 경우 부패 등으로 인하여 신선도 유지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삼 

수확후에 ‘고압분사세척’을 실시하여 흙과 미생물을 95% 제거하여 안전한 수삼으로 재탄생 시켰고 세척된 인

삼은 호흡 특성에 맞게 개발된 ‘숨쉬는 기능성 포장재’로 포장함으로써 부패를 줄이고 신선도를 연장하는 효과

를 얻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인삼 유통현장 및 수출시장에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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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 수확후 고압분사 세척으로 미생물을 95% 제거

인삼 수확후 고압분사를 이용한 세척기로 세척을 하면 흙은 99%가 제거가 되고 아울러 혐

기성 및 호기성 미생물을 95% 이상 제거를 하여 안전한 인삼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 

인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이용으로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

수확후 고압분사로 세척된 인삼을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에 포장을 하여 유통을 시키면 

기존의 대바구니+이끼로 유통되는 인삼과 비교하여 상온 및 저온에서 부패율을 1/2로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수분손실도 2/3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 유통 및 수출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옵니다!

흙이 묻어 있는 채로 이끼와 함께 대바구니에 유통되는 인삼은 보기와 달리 비위생적이며 

안전하지 못하다. 깨끗하게 세척된 인삼은 전용으로 개발된 숨쉬는 포장재에 넣어서 유통

을 시키면 소비자가 편리하고 신선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수출시 수입국에서 안전한 인삼

으로 인정되어서 수출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숨쉬는 포장재로 포장 진열 판매

고압분사세척흙 묻은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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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현동윤, 043-871-5543, hyundy@korea.kr

Standardized technology for producing clean ginseng seedling

인삼 청정묘삼*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 기술 

최근 들어 인삼 종자 및 묘삼의 품질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표준 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묘삼의 

규격화가 대두 되었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생산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묘삼에 대한 규격화와 

생산의 안정화에 적합한 공정육묘* 표준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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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 묘삼의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립

인삼 공정육묘 기술은 규격화된 묘삼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이 필요하다. 묘삼의 규

격화는 생리장해 및 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묘삼 전용 상토 

개발과 모잘록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육환경 조건을 확립하게 되었다. 묘삼 전용 상토는 화

학성을 안정화하는 기술과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이에 의하여 생리장해 및 모

잘록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 종묘삼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육성

인삼 공정육묘 기술 보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묘삼*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전국 인삼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20개소 17ha를 지원하게 되며 

개발된 기술은 묘삼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묘삼의 공정육

묘 생산농가의 규모화가 정착되어 우량 묘삼 생산율을 현재 46~50%에서 70%로 높일 수 

있어 고품질 원료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육묘로 생산된 묘삼 묘삼으로 정식 후 2년근 생육

공정육묘 초기 생육공정육묘 생산 시설

공정육묘 메뉴얼

공정육묘의 균일성

※ 청정묘삼 : 종묘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방제를 위해 농약살포를 하지 않아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종묘삼을 말한다.

※ 공정육묘 : 종묘삼의 소질을 균일하고 우량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이며 분과별로 국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의결기구이다. 인삼은 한의학 원료 분과(TG 249, WG1)에서 종자 및 종
묘의 국제표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종묘삼 : 인삼 종자를 파종하여 1년 동안 키운 것을 종묘삼이라 부르며 이를 밭에 이식하여 6년간 재배하게 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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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고응규, 031-620-3535, kog4556@korea.kr

Mass production technology of Korean native cattle, 'Hanwoo', through in vivo 
embryo

한우 체내수정란 대량생산기술

한우가격 하락 및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고품질 한우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암/수 동시개량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고능력 암소로부터 대량의 수정란을 채란·이식기

술을 개발하여 현장접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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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과배란처리*에 의한 한우 체내수정란 2배 생산기술 개발

인공수정은 수컷의 능력만 활용하면 개량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수정란이식은 암/수 

동시개량을 가속화시켜 고품질 한우의 당대개량이 가능하다. 일시적인 저영양 조절에 의한 

과배란처리 기술은 기존 방법보다 이식 가능한 수정란 수를 2배(5.5개→10.9개/두) 생산하

고, 수정란의 생산비를 55% 절감 할 수 있었으며 이 기술의 현장접목으로 국가차원의 고능

력 한우 개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우능력의 조기개량 

체내수정란의 생산과 수정란이식 농가의 현장접목 활용으로 국가차원의 고능력 한우 개량

과 칡소, 흑우, 백우 등 희소한우 유전자원 조기증식을 위한 유효축군 구축에 기여 할 것으

로 기대된다. 

○ 고능력 한우 암·수 동시개량으로 국가차원 한우개량사업 기여

- 유전적 개량증가에 의한 한우농가 경제효과 : (현행)82억원→(개선)508억원

일시적인 저영양 조절 과배란처리법 Estradiol 농도 변화

거대한우 체내수정란 수집·동결보존수정란이식에 의한 흑우송아지 생산 한우능력 조기개량 현장접목

※ 과배란 처리 :   소는 자연적인 발정시에 1개의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다수의 수정란을 회수하기 위해 공란우에 성선자
극호르몬을 주사하여 많은 난자가 배란되게 하는 것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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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김형철, 033-330-0656, khc3365@korea.kr

Formation of breeding herd of Hanwoo with elite nucleus

우량 한우 암소 육종집단 조성

한우고기의 미래시장 수요를 대비하고 육질형과 성장형 한우 종축의 지속 가능한 선발을 위하여 계통* 간 암소

육종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우 암소를 평가 발굴하여 육

질ㆍ성장 우량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암소 수정란을 생산 증식하였고, 계통 간 유전적 차별화를 유지하여 개량

의 속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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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가 암소 평가 및 우량 수정란 생산 증식

한우시험장 보유 한우의 표현형 자료와 혈통 자료를 이용하여 육질 및 성장 형질과 관련된 

유전능력평가를 수행 하였고 추정된 육종가를 기반으로 육질ㆍ성장형질에 대하여 우량 암소 

상위 10%를 선발하였다. 또한 평창지역의 한우 출하우에 대한 혈통 및 도체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에 대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상위 5%의 우량 암소를 도입하

여 수정란을 생산 및 증식함으로 한우시험장의 암소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암·수소 동시 개량으로 개량효율 극대화

씨수소 위주의 개량에서 암소의 유전능력을 기반으로 우량한 유전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암소 집단을 수정란이식 등 최신 기법을 접목하여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목표 형질에 대한 

개량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보증씨수소 선발사업 참여를 통한 국가단위 한우개

량사업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질형 씨수소성장형 씨수소 수정란 생산

<농가보유 우량암소  구매><농가 한우 육종가* 기반 생산체계> <구매한우 질병검사>

※ 한우 계통 :   한우 육질형 및 성장형 계통을 조성 중에 있으며 육질형은 근내지방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며, 성장
형은 목표 연령에 도달하는 발육이 빠른 집단

※ 육종가 :   가축이 가지고 있는 형질에 대한 유전적 자질을 이르는 말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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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조수현, 031-290-1703, shc0915@korea.kr

Meat quality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Hanwoo beef and pork

소·돼지고기 부위별 
육질향상 및 이용기술

국내소비자들의 구이형 요리 선호성향으로 등심, 안심, 삼겹살과 같은 특정부위를 제외한 다른 저지방 부위들은 

심각하게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위별 숙성기술과 활용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였고, 지

자체 및 산업체에 전수하여 부위별 균형소비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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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육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로 부위별 균형소비 유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반영하여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정도와 요리방법에 따라 연도(軟度, 

tenderness) 정보를 제공하는 한우고기 연도관리시스템*과 성별, 등급별 24개 소분할 부위

에 대하여 판매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적정숙성기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인 뒷다리를 활용한 발효생햄을 상품화하여 육성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육성 지원

연도관리시스템은 3개소에서 시범적용 후 수도권 전문매장에서 적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

며 구매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우고기 적정숙성기간 예

측프로그램은 한우전문식당에 현장 접목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를 고부가 

발효육 제품으로 상품화하여 산청 등 3개소에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제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관리상품라벨링수도권 연도관리 상품 판매장 한우고기 숙성기간예측기술

한우 고기과자 제조저지방부위 활용 S라인 몸짱요리대회 발효육제품 상품화 거점육성(산청)

※ 연도관리시스템 :   현행도체등급 요인과 냉장숙성처리 기술을 반영하여 한우고기 부위 특성에 맞는 요리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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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함준상, 031-290-1692, hamjs@korea.kr

Commercialization of Bifidobacterium longum KACC 91563

비피도박데리움 롱검의 
기능구명 및 산업화

영양불균형,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의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유산균의 기능을 구명하고 산업화

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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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프로바이오틱 소재로의 이용성 확인

한국 신생아 분변으로부터 내산소성이 우수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분리하여 특성을 조

사한 바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케이신을 분해하여 면역조절, 항고혈압 펩타이드를 생산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특허출원(KACC 91563)을 한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 베타케이신 분해에 의해 생산되는 기능성 펩타이드

- 면역조절 펩타이드 : LLYQEPVLGPVRGPFPIIV

- 항고혈압(ACE 억제활성) 펩타이드 : YQEPVLGPVRGPFPIIV

이렇게

활용됩니다

발효유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활용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KACC 91563은 우유를 발효시켜 커드*를 형성할 정도로 잘 생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펩타이드*를 생산하므로 발효유 및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 활

용이 기대 된다. 

상업용 비피더스와 
우유에서 생장 비교

우유 단백질 분해에 의한 
항산화활성 증가

알레르기 저감효과

기술이전 유산균 분리동정 우유커드형성

※ 커드 : 우유발효시 유산이나 응고효소에 의해 형성되는 반고체의 형태

※ 펩타이드 : 단백질이 분해된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물질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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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경훈, 031-290-1698, kh665@korea.kr

Improvement in economic efficiency of animal feed by the second edition of 
Korean feeding standard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으로 
가축식단의 경제성 강화

최근 곡물가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축산농가에게 보다 정밀하게 사료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

급하기 위해 총 130여명의 산·학·관·연의 가축영양 사양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양소요구량의 면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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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117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가단위 축종별 영양소요구량 정밀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선진 축산국가와 비교하여 40~60년 늦었지만, 2002년 한우, 젖

소, 돼지, 가금 사양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1차 그리고 2012년 2차 개정을 하여 가

축의 영양소요구량의 정확도를 높였다. 사양표준이 제정된 이후 10년간(’00~’10) 우리나라 

가축의 체중과 산유량, 산란능력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맛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축의 영양관리 기술도 세계 수준에 도달

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과학적인 사료급여 지침

가축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기초한 사료급여량 결정으로 과거처럼 생산 안전성을 염

려하여 10%를 추가 급여하였던 사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 년간 약 8500억 원의 사료비

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가축사양표준 :    가축에게 사료를 먹일 때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현재 상태에 알맞은 영양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국가적 사양관리 지침

용 어 설 명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02) 1차개정(’07) 

사료성분표 홈페이지사료가치 평가 국가단위 가축사양표준 2차개정(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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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전중환, 031-290-1720, jeon75@korea.kr

Alternative systems for animal welfare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개발 및 보급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운송, 도축 및 살처분 뿐만 아니라 축종별 축사시설 

및 사양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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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 사육여건을 고려한 동물복지 사육시설 개발

가축에게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복

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산란계(닭)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방법, 돼지를 스톨(금속틀)이

나 분만틀에서 사육하는 방법 등은 좁은 공간에서 가축의 움직임을 제약하기 때문에 동물

복지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기존의 케이지, 스톨 및 분만틀을 대체 할 

수 있는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활성화

동물복지형 사육시설의 개발과 보급은 가축의 동물복지 수준과 사육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

니라, 축산의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는데 있어 사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줌으로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 (’12)산란계, (’13)돼지, (’14)육계, (’15)한·육우 및 젖소 순으로 확대 예정

용 어 설 명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임신돈 군사사육 장치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기존 분만틀 사육기존 스톨 사육 기존 케이지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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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박형수, 041-580-6753, anpark69@korea.kr

Quality evaluation system for forage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NIRS)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신속한 조사료 품질평가체계 구축

최근 사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조사료 증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량과 

유통 물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평가체계 미비로 품질이 불균일한 조사료가 유통되고 있어 국내

산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관

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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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신속한 조사료 품질평가 기술 개발

근적외선분광법(NIRS)*을 이용한 사일리지 품질평가 기술은 현장에서 채취한 사일리지 시

료를 5cm 이하로 잘라 근적외선분광기에 장착하면 5분 이내에 수분, pH, 조단백질, 조섬

유, 젖산 등 조사료 품질의 주요 평가항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이 품질평가 기술로 생

산자나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로 조사료 품질을 평가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규격화 및 유통 활성화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신속한 품질평가체계 구축으로 유통 조사료의 품질이 규격화되

고 품질 등급에 따라 유통가격의 차등설정이 가능하며,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조사료의 이용이 확대되고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가 기대된다. 

※ 근적외선분광법(Near Infrared Spectroscopy) :   각종 성분의 분자구조와 유기성분에 의한 근적외선 영역
(800~2,500nm)의 흡수현상을 중회귀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을 이
용하여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용 어 설 명

신속한 조사료 품질평가신속한 시료측정 방법 근적외선분광기 차량탑재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국가단위 조사료 품질평가체계 구축도 품질평가관리 강화(홍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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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심창기, 031-290-0545, ckshim@korea.kr

Integrated Pest Management for organic pepper and cabbage 

유기농 고추·배추 안전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고추와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소득이 높은 작물이다. 그러나 고추 병해충에 의한 손실량은 해마다 약 

30%로 피해액은 연간 4천억원으로 추산되며, 방제농약 살포회수는 연간 20회가 넘고 있다. 배추도 뿌리혹

병, 무름병, 배추좀나방 등의 발생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매우 크며, 배추뿌리혹병의 경우 180개 조사농가 중 

45.6%가 발생하였고 화학약제 처리로도 방제가 어려운 병해로 매년 어렵게 농사를 짓고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고추와 배추 재배에 병저항성 품종과 반비가림시설을 이용하여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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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25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추·배추 병저항성 품종과 맞춤형 환경제어로 병 발생 억제

화학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려운 고추 탄저병의 경우 비가림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면 98% 

이상 병 발생을 막아 줄 수 있고, 배추 뿌리혹병의 경우 산성토양에서 발병이 심함으로 난

각칼슘*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토양에 혼합처리하면 병 발생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 관행 

고추와 배추 재배 생산량의 90% 이상 유기농 고추와 배추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역병 저항성 품종과 반비가림시설로 유기농 고추 역병, 탄저병 방제

포천시, 화천군, 합천군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유기농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종합방

제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유기농 고추 종합방제기술 투여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반 

유기농 대비 123%, 관행대비 157%의 소득증대효과가 있다.

배추 뿌리혹병, 저항성 품종과 토양개량제로 방제 

유기농 배추 종합방제기술 투여로 30% 수량 증수시 일반 유기농가 대비 78% (6,117천

원/10a )의 소득 증대효과가 있다.

※ 난각칼슘 :   달걀껍질의 안쪽 흰막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 후 입자의 크기가 75㎛이하인 고운 가루로 만든 천연 탄
산칼슘

용 어 설 명

무처리-생육 저하뿌리혹병 발병(75% 이상) 1%난각+0.5%훈탄

뿌리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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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원항연, 031-290-8478, why@korea.kr

Complete genome sequence of the biocontrol strain M27 with broad-spectrum 
antimicrobial activity

친환경 작물보호제 M27의 
유전체해독 및 유용유전자 발굴

친환경작물보호제로 등록된 Bacillus amyloliquefaciens M27 균주의 상추 균핵병 방제 기작을 과학적으로 구명

하기 위해 이 균주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광범위한 항균활성과 관련된 8개의 유용유전자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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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27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용유전자 다수 발굴

Bacillus amyloliquefaciens M27 균주는 총 3,900여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디피사이딘(difficidin), 마크로락틴(macrolactin), 서팩틴(surfactin) 등의 항균물질 생

산에 관여하는 8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물의 생장을 촉진

하는 오옥신(auxin), 2,3-부탄디올(butanediol) 등의 식물생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친환경작물보호제로서의 활용성 증대

친환경작물보호제로 등록된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해독은 M27 균주가 처음이며, 앞으로 

M27 균주의 개량 및 다기능 미생물제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어, 이 균주가 농가에 널리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M27 균주의 유전체 지도 M27 균주의 다양한 항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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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031-290-0534, ydjin@korea.kr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safe use and overseas maximum residue limits of 
pesticides for agricultural exports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해외 잔류기준 설정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등 9국가 25작물의 적용병해충

별로 사용가능한 농약품목과 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국내 및 상대국의 농약잔류기준을 정리한 맞춤형 수출농

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 보급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 설정(안)을 

제출하여 일본 5작물 7농약, 대만 2작물 9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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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 9국가 25작물 9,032농약품목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

용지침을 설정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 관련기관·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수출확

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수입국 기준 대응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 설정

국제협력을 통하여 일본, 대만 수출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문제된 농약에 대한 

상대국의 식품기준 설정안을 제출하여 반영시킴으로써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기여하였다. 

○ (해외기준 반영) 일본 5작물 7농약, 대만 2작물 9농약

이렇게

활용됩니다

수입국 식품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수출농산물 맞춤형 지침 설정 보급 및 해외 농약잔류기준 설정으로 우리농산물 수출의 최

대 걸림돌인 잔류농약 문제 해소로 년 100억원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및 농약당 4~5억원

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농약잔류기준 설정수출용 지침 설정·보급 안전성 교육·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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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명인식, 031-290-0437, ismyung@korea.kr

Technology to rapidly detect bacterial diseases caused by Xanthomonas spp.

산토모나스 속 식물세균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농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세균병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산토모나스 속 세균에 의한 세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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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산토모나스 속 과 종 식물병원세균 검출

산토모나스 속의 세균은 28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벼, 무, 콩, 딸기, 감귤 등 경제적으로 중

요한 약 400종의 식물에 잎점무늬병, 마름병, 궤양병 등을 일으킨다. 개발된 진단기술은 모

든 산토모나스 속 식물병원세균의 리보솜 유전자의 일부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산토모나스 

속에만 반응을 하는 유전자 조각을 만들어, 유사한 병 증상을 보이는 슈도모나스 속 세균병

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산토모나스 각 종에만 있는 염기를 찾아내어 다른 식물에 

세균병을 일으키는 28종의 산토모나스 속 세균을 한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식물검역현장과 농업현장에서 맞춤형 진단기술을 제공

기후변화에 의해 새로운 식물세균병 발생과, 외국에서 채종되는 종자로 유입되는 새로운 

산토모나스 속 세균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검역현장과 농업현장에서 빠르고 정

확하게 산토모나스속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로 개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크로칩 등 유전자 검사법으로 활용 가능한 유전자 정보 30

종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산토모나스속 세균 구분세균 특이적 검출법

감귤궤양병딸기세균모무늬병 고추세균점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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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여수환, 031-299-0580, yeobio@korea.kr

Application technology and resources of useful fermentation microorganisms

유용 발효미생물 
자원화 및 활용기술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의 전통누룩에서 발효 특성이 우수한 누룩곰팡이를 69주 선발하여 아플라톡신 및 오클라

톡신에 안전성을 가진 15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균주를 이용하여 다양한 곡류누룩을 제조하고 탁·약주의 

양조적성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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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33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용 발효미생물의 선발과 누룩제조기술 개발

누룩에서 발효 특성이 우수하고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균주를 선발하여 아스퍼질러

스 오리제(Aspergillus oryzae), 아스퍼질러스 루추엔시스(Asp. luchuensis) 등으로 동정하

였다. 선발 균주를 이용하여 곡류 비율별, 쌀 품종별 및 균주별로 19종의 누룩을 제조한 후, 

이들의 양조적성을 구명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양한 발효제 제조기술 기반 확립

유용한 발효미생물 자원을 확보하여 전통주산업의 원천기반 기술인 발효제 제조기술을 구

축 하였으며, 전통주와 농촌관광산업의 융·복합에 의한 6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유용 발효미생물 자원화로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의 소재 활용

○ 원료 대비 누룩 사용량 절감 효과 : 재래누룩(20%) → 개발누룩(3~4%)

○ 알코올 생성량 증가 : 재래누룩(12~14%) → 개발누룩(17%)

유용 곰팡이로 제조한 밀누룩 유용 곰팡이로 제조한 밀누룩

누룩곰팡이 효소활성 아플라톡신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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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손경애, 031-290-0577, sky199@korea.kr

Leafy vegetables grouping for pesticide residue extrapolation

농약등록 효율화를 위한 
소면적 엽채소류 그룹화

농촌진흥청에서는 직권시험을 통하여 깻잎, 상추 등 소면적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등록해 오고 있으나 

병해충 방제 수요에 비하여 충분한 농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면적 작물과 

특용작물의 농약등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작물 그룹화와 외삽*의 도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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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한 작물 시험으로 다수 작물에 농약 등록

엽채소류의 형태적, 재배적 특성과 농약의 잔류감소 패턴, 수확 전 살포일을 고려하여 작물

을 그룹화 하였다. 식물분류학상 십자화과(배추), 미나리과, 백합과(쪽파) 작물들로 나누어 

그룹의 대표작물을 정하였다. 주요 대표작물의 잔류성 시험성적을 다수의 유사작물에 외삽

적용시켜 농약을 등록하게 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약등록 효율화

그룹화 작물들은 농약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게 되며 농약 잔류성 시험성

적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50~80%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삽 :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사용해 미지의 사실을 추측하는 방법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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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울대학교 박은우, 02-880-4672, ewpark@snu.ac.kr

Application of disease forecast to reduce fungicide sprays for managing 
Phytophthora blight on chili pepper

정확한 병발생 예측으로 
고추역병 방제용 살균제 살포 절감

고추는 우리나라 채소 전체 생산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추 역병에 의한 손실액은 연평균 약 7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고추 농가에서는 역병의 초기 방제시기를 놓쳐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기상

정보(기온, 상대습도, 강우량)와 고추밭의 토성정보를 이용하여 고추 역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PBcast)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추 역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 살포 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07
04»



0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37

연구성과의

핵심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고추 역병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기에만 살균제를 

살포함으로써 살균제 살포횟수를 현저히 줄이고도 병방제 효과는 높게 

유지함

PBcast의 감염위험도 예측정보에 따른 예찰방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방제구는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7일 간격으로 살균제를 살포하였고, 예찰방제구는 PBcast의 감

염위험도 값이 200 이상일 때 살균제를 살포하였다. 무방제구는 살균제를 살포하지 않았

다. 최종 살균제 살포횟수는 정기방제구 15회, 예찰방제구 2회 였다. 무방제구의 고추역병 

발병주율은 46.5%였으며, 정기방제구와 예찰방제구의 발병주율은 각각 1.5%, 2.5%였다. 

따라서 정기방제에 비하여 PBcast 정보를 이용하여 예찰방제를 하였을 때 살균제 살포횟

수를 13회 줄이고도 정기방제와 거의 비슷한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추 역병의 적기방제

농촌진흥청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개발된 PBcast 고추역병 예측 모델을 탑재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찰방제시기는 PBcast의 감염위험도 값을 고려하여 재배농가에서 

결정하되 감염위험도가 200 이상 올라가면 살균제 살포를 추천한다. 고추역병의 적기방제

로 농약사용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고품질의 친환경적 고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PBcast를 활용한 예찰방제 시기 결정 포장 내 고추역병 발생 모습

※ 감염위험도(Infection Risk) : 기상조건에 따라 고추가 역병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나타낸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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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과 김용균, 054-820-5638, hosanna@andong.ac.kr

Crop protectant, Bt-Plus

국내 자생 세균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비티플러스

국내 토착하는 일부 곤충병원세균류는 곤충의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며, 대상 곤충

에 특이적으로 면역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억제물질을 이용하여 병해충에 선택적인 

새로운 작물보호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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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비티플러스 산업화

곤충의 특이적 생리 현상을 억제하는 새로운 생물농약이 개발되었다. 특별히 곤충의 면역

을 억제하는 세균 첨가로 비티의 살충력을 높여 기존에 비티가 보였던 화학 농약 대비 낮은 

방제력을 극복하였다. 또한 저가의 대량 배양 시스템을 확립하여 저렴한 가격의 미생물농

약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병해충방제 수단 확보

본 비티플러스는 새로운 생리 교란점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기에 기존 농약에 저항성을 보이

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효과적 방제제로 이용된다. 화학농약과 대등한 방제 효과를 보이기

에 화학농약의 사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친환경 실천 농가에 적용된다. 또한 국내 자생세균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기에 농약 수입대체효과를 갖으며, 대상 병해충 특이적 작용점을 이

용한 맞춤형 병해충방제제 개발의 길을 열어 놓았다.

※ 아이코사노이드 : 탄소20개 불포화지방산 산화물로 곤충의 면역 중개물질

용 어 설 명

농가반응뿌리혹병 발병(75% 이상)

액상제형 제품 개발
목록공시번호
(공시-2-2-4)

수화제 제품 개발
목록공시번호

(11-유기-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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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031-290-6227, hhkim8753@korea.kr

Selection of nematocidal fungi, Myrothecium roridum, and its mass production of 
culture fluid

국내 토착 살선충용 균주 선발 
및 배양액 대량생산 

뿌리혹선충*은 국내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의 약 54%에 감염되어 있으며,  원예작물 수량을 15%나 감소시킬 만

큼 피해가 많다. 특히, 살선충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약을 대체할 뿐만 아니

라, 친환경적 선충방제를 위해 뿌리혹선충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선충용 균주를 선발하고 이 균주의 배양액을 대

량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산업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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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살선충용 Myrothecium roridum 균주 선발 및 배양액 대량생산

토양 중에서 분리된 Myrothecium roridum은 국내 토착미생물로 이 균의 배양 과정에서 생

산되는 배양액을 이용하여 뿌리혹선충의 방제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배

양액을 뿌리혹선충 감염충(2령충)에 액체 또는 수화제형으로 100배 처리하면 75% 이상의 

살충력을 발휘하였다. 살선충 효과가 우수한 M. roridum 배양액의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을 위하여 100리터 발효조를 이용하여 균 배양은 물론 배양액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뿌리혹선충 친환경 방제제로 상업화 육성

천연물 및 미생물 유래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위생해충 방제제 시장은 2012년 현재 전 세계

적으로 6조원, 국내는 8천억원으로 연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뿌리혹선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한 해에 판매되고 있는 살선충제 시장이 7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독성 농약인 살선충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뿌리혹 형성오이 뿌리혹선충 피해 Myrothecium roridum 균사

※ 뿌리흑선충 :   멜론, 참외, 오이 등 박과작물을 비롯하여 채소류, 화훼류 등 다양한 작물의 뿌리를 직접 가해하기도 하
고 토양 병원균, 세균 등을 매개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 살선충제 : 토양중에 살면서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선충을 없애는데 쓰는 약제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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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 이봉춘, 031-290-6791, leebc21@korea.kr

One-step multiplex RT-PCR for the simultaneous detection of three rice viruses

벼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키트 

국내에서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은 벼줄무늬잎마름병(RSV), 벼검은줄오갈병(RBSDV), 벼오갈병(RDV) 등 3종

이며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 주요한 병해이다. 이들 3종의 벼 바이러스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One-

step multiplex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mRT-PCR)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one-step mRT-PCR은 3종 벼 바이러스병을 기존의 방법들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 가능하며 벼 바이러스

병 방제를 위한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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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벼 바이러스병 동시진단으로 복합감염 간단히 확인

벼 바이러스병은 각각의 특징적인 병징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포장에서 초기에 감염되면 생

리적인 장해와 구분이 어려우며 복합감염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본 진단키트는 국

내에서 발생되는 3종 벼 바이러스병을 한번의 RT-PCR*로 동시에 진단가능한 방법으로 누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벼 바이러스병의 동시진단으로 효과적인 방제에 기여

본 동시진단 키트를 이용하여 벼 바이러스병의 감염여부를 초기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벼 

바이러스병의 방제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겠다.

벼오갈병 벼검은줄오갈병

진단키트동시진단 결과

※ RT-PCR :   mRNA를 주형으로 cDNA를 합성하는 역전사 반응과 PCR을 함께 실시하여 DNA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RNA를 게놈으로 하는 바이러스병의 유전자 진단에 널리 이용되는 방법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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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한상익, 055-350-1217, han0si@korea.kr

Bio- and photo-degradable films containing rice by-products

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이오필름 

작물 재배에 있어서 비닐 멀칭 재배는 인력절감과 생산량 증대효과가 뛰어나 널리 보급되었으나, 사용된 필름의 

절반 밖에 수거가 되지않아 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은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

고자 퇴비와 사료 등으로 단순하게 사용되는 벼 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를 이용하여 생분해 비닐*을 개발하였다.

11
04»



0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45

연구성과의

핵심은!

석유화학 비닐의 대체가 가능한 생분해성 바이오필름 개발

생분해성 바이오필름은 왕겨와 쌀겨, 전분, 그리고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하여 100% 친환

경 소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필름의 인장력은 농업용 멀칭비닐의 절반 정도

였으나 제품의 강도는 3배 이상 강해 멀칭재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납, 카드뮴 등의 유

해물질에 대한 함량 분석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표준 퇴비대비 45일 단기 분

석 조건(환경부 기준 > 70%)에서 75% 생분해되고 광분해특성을 보유함에 따라 친환경 인

증기준*을 충족해 멀칭비닐의 토양 잔류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필름의 생산단가는 농업용 멀칭비닐과 비교해 펠렛 제조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제조

원가에 약 10~20% 정도 높으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폐비닐 수거비용과 1톤당 

16~20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 그리고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 기존의 농업용 멀칭 비닐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톤당 약 12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고구마, 들깨, 땅콩 등의 밭작물을 대상으로 바이오필름의 포장 재배 적응성 및 분해력 검정 

시험결과 작물의 생육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분해측면에서 바이오필름은 3개

월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배 안정성 측면에서 바이오필름은 바람

과 자외선 그리고 비 등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는 현상을 보여 피복작물의 경우에는 멀칭비

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생분해성 제품 실용화

밭작물을 대상으로 잡초방제와 지온상승 효과가 있는 멀칭재배용 비닐에 이용이 가능하며, 

석유화학계 필름과 비닐, 1회 용기, 각종 포장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그리고 쓰레기봉투 등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2개월 후고구마 포장 피복바이오필름 4개월 수확 후

※ 생분해 비닐 : 토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비닐

※ 친환경 인증 기준 :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표준 생분해도 검정법으로 45일 단기분석 기준으로 셀룰로오스와 비교해 
70% 이상의 생분해를 보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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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오영균, 031-290-1665, oh665@korea.kr

Hanwoo feed manufacturing technology utilizing agri-byproducts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사료 제조 기술

사료가격의 급등과 한우고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하

여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료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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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식품부산물의 사료화를 위한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 개발

농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배지, 비지, 깻묵, 미강 등의 농식품부산물은 좋은 영

양소를 갖고 있지만 가축에게 무계획적으로 급여하게 되면 성장지연이나 질병 등의 문제점

이 발생된다. 따라서 한우의 영양소 요구량에 알맞도록 부산물의 영양 특성과 조사료를 적

절하게 배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우 사육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육질등급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료공장과 한우 농가에 부산물의 사료화 기술 보급 확산

버려지거나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부존자원을 사료로 활용 가능한 배합프로그램 기술 및 부

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 직거래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폐기물 투기를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섬유질배합사료의 경제적 가치 : 연간 445억원(유효기간 20년, 8,897억원)

농식품부산물 원료 및 사료제조 프로그램 개발

부산물 활용 한우 사료제조 기술 교육 및 보급

※ 섬유질배합사료 : 소에게 급여할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영양소 요구량에 맞도록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사료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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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이희삼, 031-290-8496, lhsam@korea.kr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using silk gland of silkworm

누에 생실샘을 이용한 
색조화장품 기능성 신소재

누에 생실샘 분말을 이용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보습성, 탄력성이 우수한 색조화장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양잠농가와 산업체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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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누에 누에실샘 미세분말

색조화장품 누에실샘 색조화장품(홍보)

연구성과의

핵심은!

누에실샘 미세분말 이용한 색조화장품 개발

누에 실샘분말을 이용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활성을 보유하고 있는 색조화장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색조화장품은 누에실샘 미세분말을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보다 피부보습

력 2배, 피부탄력성 1.8배 향상되고, 피부세포에 독성이 없어 피부친화성이 높고, 화학적 반

응에 의하여 변색되는 현상이 없다. 앞으로 양잠농가와 산업체와의 계약생산을 통하여 안정

적인 소득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피부 소재산업으로 육성

누에실샘 생산 농가 소득은 기존 누에분말 생산 농가보다 25% 더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되

며, 누에 실샘을 이용한 색조화장품을 산업화함으로써 15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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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황재삼, 031-290-8573, hwangjs@korea.kr

Application of insect-derived antibiotics

곤충 유래 항생물질 분리 및 
적용 기술

곤충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분비되는 생체방어물질*을 애기뿔소똥구리로부터 분리하였다. 이 물질은 농작물, 인

체유해균 및 내성세균 방제효과 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인 C.d (Clostridium difficile)세균이 유발하는 급성 위막

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효과도 확인되었다. 또한 염증이 유발된 면역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다양한 암세포

주의 세포성장을 특이적으로 억제하였다.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백, 주름개선, 항염활성을 검토한 

결과 효과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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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인 C.d균에 대한 향균 활성 위암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 피부재생 및 염증 치료용 기능성 화장품

항생물질 이용 의료용 및 산업용 소재적용

연구성과의

핵심은!

기존 항생제 및 항암제 대체 가능 

이번 연구결과 얻어진 항생제 후보 물질은 항생제 내성균주의 출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는 기존화학합성 항생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C.d균 감염을 통

해 확립한 급성장염 동물모델의 경우 5일째 80%의 치사율을 보였으나 이 물질을 처리한 

동물의 경우 치사율이 30%로 줄었다. 또한 위암 세포주를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주에 대해

서 항암활성을 검토한 결과 위암세포주를 비롯한 특정암 세포주를 특이적으로 억제하였다. 

현재 누드마우스를 이용 동물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곤충항생 물질 이용 의료용 및 산업용 소재 적용

국내 토종 곤충자원으로부터 분리된 항생 물질을 이용하여 내성세균을 퇴치, 새로운 항암

제 개발 및 항염 활성을 가지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의료용 및 산업용 소재로의 적용이 

기대되며, 현재 병원용 재생 연고제 개발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에 기술이전 하였다.

※ 생체방어물질 :   외계로부터 침입한 물질에 대하여 생체가 만들어 내는 자기 방어 물질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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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김선원, 055-772-1362, swkim@gnu.ac.kr

Development of cell factory for mass production of functional psicose sugar

무칼로리 기능성 당 
‘사이코스’ 대량생산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기능성 당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기능성 당의 종류와 생산기술은 제한적

이다. 칼로리가 없으면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가지는 사이코스(Psicose)*의 친환경적인 대량생산기술을 개발

하여, 기능성 감미료로서, 나아가 비만, 당뇨 등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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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스를 생산하는 코리네박테리움 형질전환미생물의 발효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사이코스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인 코리네박테리움의 발효를 통해 사이코스의  

친환경적인 대량생산방법 개발

종래 효소반응법에 의존하던 사이코스의 생산방법은 효소의 생산, 정제 및 고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리네박테리움 대사

공학*을 통한 대량생산법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함과 더불어 균체의 재사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GRAS* 균주인 코리네박테리움을 사용하므로서 식품과 의약품

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설탕과 같은 단맛, 칼로리는 0인 기능성 감미료에서 차세대 의약품까지

세계 소당류 시장은 약 15조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의약 용도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사이코스는 칼로리가 제로에 

가깝고 인슐린 비의존성 당으로 비만 또는 당뇨병 환자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복부비만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서 성인병을 예방한다. 또한 사이코스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이화학

적 특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 소재의 응용범위가 제과, 음료, 빙과, 유제품, 탁상

용 감미료 등 식품분야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이코스 :   자연계에 극히 소량 존재하는 케토헥소스 희귀당이며, 과당의 3번 탄소의 에피머화 되어 있다.

※ 대사공학 :   어떤 생물체가 목적하는 형질을 갖게 하거나 목적하는 대사물질을 많이 생산하도록 생물체의 대사경로를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학문

※ GRAS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됨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일반적인 식품
이나 의약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물질 (또는 생물체).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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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김선림, 031-290-6764, kimsl@korea.kr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 medical supplement with soy by-products 

콩 가공부산물,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 재탄생

콩 가공식품의 제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배아(씨눈)를 싹틔워 영양성분과 가바(GABA)* 등 기능성물질을 향상시

킨 발아배아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였고, 콩의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인 이소플라본*과 콩사포닌*을 배아로부터 

동시에 다량으로 분리할 수 있는 독창적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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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눈이 싹트는 모습 쪄 말린 발아배아 분리된 생리활성물질

발아배아 홍보 기술이전 설명(2013식품대전) 생리활성물질 동시분리법 홍보

연구성과의

핵심은!

쓸모없던 배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콩 가공식품의 제조시 발생되는 씨눈과 껍질 등 부산물은 용도가 별로 없어 대부분 폐기되

고 있었으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씨눈을 24시간 발아시킴으로서 GABA량이 26배 증가

되고(26.5 → 718.0mg/100g), 이소플라본 함량이 28% 증가된 (10,386 → 13,289μg/g) 발

아배아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씨눈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은 화학적으로 성질이 달라 지금까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분리하였으나, 알

코올로 추출하고 역상칼럼으로 이소플라본 2종과 사포닌 4종을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독

창적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

콩 발아배아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에 폭 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은 부

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강화식품, 고급 미용소재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개발 등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GABA(감마아미노락산) :   기억력증진, 간기능 활성을 돕는 아미노산

※ 이소플라본, 사포닌 : 콩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로 항암작용을 함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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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부 서주원, 031-330-6190, jwsuh@mju.ac.kr

Novel anti-TB compound from Korean microorganism

국내 미생물 유래 
결핵 치료용 신물질 

최근에는 1, 2차 약제내성 결핵균과 슈퍼 결핵균의 출현으로 전 세계 공공 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부작용이 없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새로운 결핵*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여 세계 공공 보건과 인류 공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천연물 유래 신규 결핵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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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 미생물 채취 항결핵활성 탐색 항 결핵 활성 균주 확보

활성물질 분리정제 신물질 발굴 결핵치료물질 발견(홍보)

연구성과의

핵심은!

미생물 유래 항결핵 활성 균주/신물질 발굴

희귀유용미생물추출은행(명지대학교)의 약 66,360개 추출물에 대한 항 결핵균 활성 검토

로, 결핵균에 강한 활성을 나타내는 MJM5123 균주를 발견하였다(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결

핵연구센터(ITR)와 공동연구). 이 균주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살펴본 결과 희귀방선균*

인 Nonomuraea 속에 속하며, 신균주(MJM5123)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MJM5123 균주에

서 생산되는 물질이 분리 및 구조 분석법으로 신물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신물질

이 결핵 균주에 특이적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물세포독성 평가결

과 거의 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로 판명되어 결핵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결핵 치료제 개발 및 타 분야 신약개발연구에 적용

지금까지의 결핵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환자들 뿐만 아니라, 잠복결

핵 및 슈퍼박테리아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향후 임상시험을 거쳐 혁신적인 결핵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은 결핵 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 공공보건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

립된 활성 신물질 발굴 및 발효공정 기술 등은 다른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 결핵 :   결핵은 기원전 7천 년경 석기시대 화석, 기원전 5천 년경 고대 이집트 및 페르시아 미라의 폐외 림프선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전염병으로 주로 폐 조직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영양 상태나 위생상
태가 열악한 곳에서 발병률이 높아 전형적인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었다.

※ 방선균 :   방사상으로 자라는 미생물로 인간에게 유용한 항생제, 항암제, 항진균제, 면역억제제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토양 미생물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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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서우덕, 055-350-1166, swd2002@korea.kr

Inhibitory effect of toxin secretion of Helicobacter pyroli  from black rice 
(Josaenghukchal) extract

조생흑찰 추출물의 
헬리코박터균 독소분비 억제효과 

위암은 한국인 10대 암 사망률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WHO*(세

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1 위암 유발인자이다. 검정쌀(조생흑찰) 추출물의 유효성분이 헬리코박터균에서 분비되

는 독소를 억제하는 작용기작을 세계최초로 구명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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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흑찰 항균활성, 물질동정 유효성분 구조 연구성과 홍보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생흑찰’ 유래 안토시아닌(C3G) 성분의 H. pylori 독소분비 억제효과 구명

검정쌀의 일종인 ‘조생흑찰’ 유래 추출물이 위염,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

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roli )의 독소분비를 억제하는 실험결과를 세계최초로 구명

하여 특허출원과 함께 국제전문학술지(Int. J. Med. Sci.)에 발표하였다. 조생흑찰 추출물 

중 독소분비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핵심물질은 안토시아닌계 화합물인 시아니딘-3-O-글

루코사이드(Cyanidin-3-O-glucoside, C3G)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독소성분인 CagA*, 

VacA*의 위장 내 분비를 차단해 위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위염 예방 및 개선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국내 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조생흑찰’ 이용 위염, 위암 

예방 및 개선 관련 기능성 식품 소재화로 부가가치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세계보건기구

※ CagA(cytotoxin associated protein A) : 위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소

※ VacA(vacuolating toxin A) : 세포에 작용시 세포에 물리적으로 구멍을 형성하며 세포독성 유발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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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 고지연, 055-350-1267, kjeeyeon@korea.kr

Hypoglycemic and cholesterol lowering effects of sorghum

수수의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강하 건강 기능성 구명 

전통적으로 몸에 좋은 곡식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건강기능성의 과학적인 증명이 부족하였던 수수에서 동물실험

을 통하여 실제 혈당강하와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구명하고, 혈당강하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

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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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혈당강하 물질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건강기능성 홍보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수 추출물의 투여로 실험용 쥐의 혈중 당,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유발 쥐에 수수 추출물을 투여함으로써 혈중 글루코스의 29%, 인슐린의 51%가 저

감되었으며, 이러한 혈당저하 효과는 탄수화물 가수분해효소* 억제에 효능이 뛰어난 지방

산 아마이드*의 일종인 Oleamide (α-amylase), myristamide, palmitamide, stearamide (α

-glucosidase)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수추출물은 동물시험(마우스) 결과 혈

청 내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수성 홍보 및 식의약 소재개발로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

우리나라의 당뇨, 고지혈 등 순환계 질환 치료비용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지금, 수수가 

지닌 건강기능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

발로 국민의 생활습관병 예방과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탄수화물 가수분해효소 :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가수분해효소의 총칭. 혈당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효소로 α
-amylase, α-glucosidase가 있음

※ 지방산 아마이드 : 지방산과 아민의 아마이드 형태 결합물

※ LDL-콜레스테롤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의 약칭으로, 혈관벽에 쌓이어 동맥경화ㆍ고지혈증 등 심장질
환과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됨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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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곽정호, 031-240-3642, jhknest@korea.kr

Functional garlics with anticancer activity

항암 활성을 가진 기능성 마늘

영양번식*을 하는 마늘은 교배육종이 불가능한 탓에 품종 자체의 변이를 고정시켜 품종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원산지의 꽃피는(가임) 마늘 자원을 수집하여 모본화하고, 교배 육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끝에, 세계 

최초로 모본간의 교잡육종을 통해 진성종자를 획득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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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신품종 마늘 ‘다산’, ‘화산’, ‘산대’의 항암 효과

특히 ‘다산’, ‘화산’, ‘산대’ 등의 품종은 휴먼위암세포(AGS) 분열 억제력이 기존 재래종 마

늘에 비해 우수해 항암 기능성 마늘로 식물특허 출원되었다. ‘산대’ 품종은 종수확 전용 품

종으로 중국산 마늘종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다산’, ‘화산’ 품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쪽의 인편수와 고수량성 등으로 농가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항암 기능성 마늘 품종으로 우리마늘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중 FTA를 앞두고, 국내 마늘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수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

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신품종 개발을 통해 기존 재래종 마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 수량성 등의 기본적 형질은 물론, 항암활성을 도입한 품종의 개발

로 신수요 창출과 농가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양번식 :   생물의 모체(母體)로부터 영양기관의 일부가 분리 발육하여 독립적인 한 개체로 발전하는 생식으로 재배
종 마늘은 종자가 형성되지 않고, 식용부위인 인편에서 다시 식물체로 성장하게 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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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북대학교 장형관, 063-270-3885, hkjang@chonbuk.ac.kr 

Indetification of plant resources for prevention of necrotic enteritidis

육계 장염 예방용 식물자원 발굴

2011년부터 일부 항콕시듐제를 제외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육계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원인균인 클로스트리듐균에 항균효과가 있는 식물유래 추출물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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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이질풀 클로스트리듐균

둥근이질풀 추출물의 항균효능(클로스트리듐)

연구성과의

핵심은!

항생제대체제 개발을 위한 천연소재 발굴 

항생제 내성균주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기존 항생제

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효능을 보이는 식

물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소재를 발굴하였다. 둥근이질풀*을 이용한 추출물을 육계장염의 주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듐균에 적용한 결과 균의 생장은 억제(68%)하면서도 장내유익균인 비

피도박테리움균의 생장은 촉진(20%)시켰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안전한 천연 항생제대체제 개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 금지에 따른 세균성 질병발생 및 치료용 항생제 사용증가로 농

가 생산성저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식물유래 천연 항생제대

체제 개발 및 적용으로 농가 소득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육계 장염 : 세균성 병원체인 클로스트리듐의 감염에 의해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육계의 대표적 질병

※ 둥근이질풀 :   다년생 초본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반그늘 또는 양지바른 곳에서 생육하고 전초를 설사 등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였음

용 어 설 명



16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동아에스티(주)연구소 천연물제품개발팀 이태호, 031-280-1374, testtube@donga.co.kr

Functional food with Cordyceps militaris improving immune functions

인체면역기능 개선 기능성이 입증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함유 건강기능식품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로 

암 및 감염질환의 빈도 상승에 따라 인체 면역증강을 통한 질환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통의학과 

식품으로 사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약리작용과 안전성이 인정된 동충하초 원재료를 이용하여 인체 면역증강 기

능성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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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타리스 동충하초의 생체 세포성 면역증강에 대한 효과
(면역효능평가 인자: NK cell activity, 자연살세포 활성; Lymphocyte proliferation, 

대식세포 활성화; IFN-γ, 인터페론 감마; IL-2, 인터루킨-2 활성)

국내 및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GAP 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인증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면역기능개선 기능성 입증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추출물의 섭취를 통해 암

이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보호 작용을 나타내는 면역세포인 자연살 세포* 

(Natural killer cells)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세포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인

터페론감마(IFN-γ), 인터루킨-2(IL-2) 및 면역세포 분화에도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기능성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품종연구와 원재료 GAP* 인증으로 우수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원재료를 확보하였으며 시

스템개발을 통한 대량재배방법과 원료제조방법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제규격의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화를 달성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 자연살 세포(Natural killer cells) :   종양 세포 및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부착하는 혈액 세포로서 여러 종류의 침
입자를 공격

※ 세포성 면역(Cell-mediated immunity) : T세포가 세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직접 공격하여 그 세포를 파괴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제도로서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및 포장까지 농약, 중금
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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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강현아, 02-820-5863 hyunkang@cau.ac.kr

Next-generation oral vaccines for animals based on recombinant yeast

재조합 효모를 이용한 
동물용 차세대 경구용 백신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 대상의 대규모 급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동물

백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 약독화* 바이러스 백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면역성 및 경제성을 

지닌 차세대 백신 개발 기술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되었다. 

어류에서 신경 괴사 및 뇌수막염 유발 노다바이러스의 캡시드* 단백질을 바이러스 유사 입자 형태로 발현시킨 

재조합 효모들을 경구용 백신으로 개발하는 원천 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11
05»

바이러스 항원 발현 재조합 효모

조류 백신

어류 백신 구제역 백신



05.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71

연구성과의

핵심은!

면역 활성 증진 효과를 지닌 재조합 효모 활용 경구용 어류 백신 개발

어류 종묘 생산 시 대량 폐사를 일으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노다바이러스의 캡

시드 단백질을 식품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애와 야로위아 리포리티카에서 바이러

스 유사 입자 형태로 발현시킨 후 실험용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여 노다바이러스에 대한 항

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동물 세포의 면역 활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닌 효모 균체 자체를 백신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분리 정제된 재조합 항원을 이

용한 주사제 백신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재조합 효모 자체를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

제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양한 가축 대상의 고면역원성 경제적 차세대 백신 개발에 활용

개발된 재조합 효모 기반의 경구용 백신 개발 기술은 가축뿐만 아니라 인체 대상 질환 예방

을 위한 다양한 백신 개발에 적용 가능하다. 현재 국내 관련 기업으로 기술이전되어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로 연계 수행되고 있어, 추후 제조 단가 및 접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경구용 

백신 제품 개발을 통하여 국내 축산업계와 양식수산업계 활성화와 더불어 차세대 백신 수

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캡시드 :   바이러스의 유전체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외각

※ 약독화 : 살아 있는 병원체의 발병력을 면역원성의 변화 없이 줄이거나 파괴하는 과정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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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황성수, 031-290-1627, hwangss@rda.go.kr 

Pig-to-primate xenotransplantation using GalT KO -/- Pigs

국내 최초 형질전환 돼지 장기의 
영장류 이식 성공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 대기자와 공여자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바이오장기* 연구가 국내 최초로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 돼지의 고형장기

를 원숭이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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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09) 믿음이(’10) 소망이(’11)

바이오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지노 후대 GalT KO(-/-)* 수술후 회복된 원숭이 국내 첫 이종장기이식(홍보)

장기이식용 돼지 및 이종이식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 심장과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

‘지노’의 후대 생산을 통하여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완전히 제어된 돼지의 심장과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하여 각각 24일, 25일간 생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종 간에 장기를 

이식할 경우 시간에 따라 초급성, 급성 및 세포성 등으로 인체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믿음이’, 

‘소망이’와의 교배를 통해 한꺼번에 여러 면역거부반응 단계가 동시에 조절되는 다중 형질

전환 돼지를 생산하여 이종이식 연구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의료용 축산업으로 육성

바이오 인공장기 세계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기, 우유 등 먹

거리 생산 위주의 축산업에서 동물을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 질환모델 연구용 동물 생

산 등이 활성화되어 의료용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오장기 :   치료 불가능한 인간의 장기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과 체세포 복제동물 생산 기법
을 활용하여 돼지 등으로부터 생산한 동물의 장기

※ GalT KO(-/-) :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 완전 제어된 돼지(지노 후대)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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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김동훈, 031-290-1632, kimdhhj@korea.kr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loned elite service dogs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 및 보급

국가차원의 우수 특수목적견 생산·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5개 특수목적견* 운영기관(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과의 업무협약을 체결(2011.10.20)하여 정부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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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인명구조견 복제견 유전자분석 복제 검역탐지견

업무협약식, 2011.10.20. 복제 인명구조견 홍보 복제 인명구조견 인수인계

연구성과의

핵심은!

체세포 이용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를 채취 및 배양 후 동

결보존 중에 있다. 그 중 은퇴 인명구조견(소방방재청) ‘백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서울대

와 공동연구로 2012년 7월 복제 인명구조견 2두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2년 11

월 6일 3개월령의 복제견 2마리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에 인계하였다. 또한 검역탐

지견(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2012년 12월에 1두를 복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가검역·국경안보에 기여 및 행정효율 제고

정부기관 내에서 운영 중인 탐지견, 수색견, 인명구조견 등 우수한 능력을 가진 특수목적견

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각 정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국가검역과 국

경안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견의 생산·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생산비 절감(마약탐지견) : (일반견) 130 → (복제견) 46백만원 * 약 65% 절감 

○ 특수목적견 양성률 향상 : (일반견) 20~30% → (복제견) 85% 이상

※ 특수목적견 :   개의 뛰어난 후각 및 운동능력을 활용하여 특수한 목적에 활용되는 개로써 마약탐지견, 폭발물탐지견, 
인명구조견 등이 있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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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현상환, 043-261-3393, shhyun@cbu.ac.kr

Base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transgenic pigs using by Tet-on/off system

Tet-On/Off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돼지 생산 기반기술

돼지를 이용한 질환 모델 개발은 다양한 사람의 질환에 대한 발병기전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분야이나, 형질 전환 돼지 생산 기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형질 전환 돼

지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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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 on/off 형질 전환 배아 생식세포 품질 개선 초음파를 이용한 임신 진단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강하게 태어난 형질 전환 돼지 PCR을 통한 유전자 도입 검증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Tet-on/off 돼지 생산

유전자 과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형질전환 돼지 생산시에 나타날 수 있는 착상 전 발생 단계

에서의 발달 저해, 기형발생, 사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Tet-on/off system*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항산화제 처리를 통한 생식 세포의 품질 향

상과 같은 시험관내 형질 전환 복제 배아 생산 기법을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Tet-on/off 돼지

를 생산 하였다. Tet-on/off 돼지의 생산을 통하여 형질 전환 돼지에서의 유전자 발현의 조

절 가능성과 형질 전환 돼지 생산 기술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의료용 형질 전환 돼지 생산의 가속화

설치류를 활용한 동물 실험은 전체 동물 실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환 모델을 

활용한 연구 규모는 약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류의 질환 모델 활용

성의 한계로 인하여 중·대동물을 활용한 질환 모델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형질 전환 돼

지에서의 형질 전환 유전자 발현 조절과 생산 효율 향상은 의료용 형질 전환 돼지의 생산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 Tet-on/off system :   tetracycline 제재를 통하여 생체내 형질 전환 유전자의 발현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는 전사 조절 
시스템

용 어 설 명



17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도정태, 02-2450-3673, dojt@konkuk.ac.kr

Generation of chicken pluripotent stem cells

닭 만능줄기세포 생산 방법 

가금류 연구는 초기 배발달 연구에 중요한 기초연구 모델이다. 2004년 닭 genome sequencing 이후 생물학 연

구의 주요 도구로써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또한 생체 반응기로의 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닭 체

세포를 이용하여 여러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줄기세포를 체외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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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추출용 닭 배아 초록형광유전자 발현 섬유아세포 초기 배아에서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핵심은!

세계 최초로 닭 만능줄기세포를 체세포에서 생산

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국내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초로 닭 만능줄

기세포를 체외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줄기세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가축

에서의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형질전환 닭 생산: 질병저항성 닭, 유용물질 추출 가능한 계란 생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저항 유전자나 인체 생리활성 물질 등을 가지고 있는 닭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닭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이 닭이 낳은 계란에서는 유용한 단백

질을 추출하여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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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경태, 031-290-1591, leekt@korea.kr

Pig genome map and gene chip for breeding

돼지 육종을 위한 
유전체 지도 작성 및 유용유전자 칩

돼지의 유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유전체 해독을 수행

하였다. 현재 고밀도 돼지의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져서 이를 이용한 돼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또

한 한국재래돼지의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여 돼지의 지방관련 유전자들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씨돼지 선발용 

유전자 칩을 개발하여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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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유전체 정보로부터 인간 비만 관련  
유전자 정보 확인

멧돼지로부터 집돼지의 가축화 기원 

돼지 6번 염색체에서의 삼겹살 관련 유전자 동정 스마트 384 유전자 칩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노믹스와 함께하는 양돈 기술 

지난 6년 동안 주요 축산 선진국과 돼지의 유전자 지도를 함께 만들면서, 돼지 유전자 지도

를 활용한 최신 양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진 것이다. 이를 이용한 첫 번

째 시도로서 삼겹살 부위 및 돼지 육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선호하는 돼지 종돈 선발을 위

한 ‘스마트 384 유전자 칩’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현장 검증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

에 대한 효용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돼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첨단 한국형 종돈 선발

돼지의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돼지가 인간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이유와 돼지의 생리

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바이오장기 개발 연구가 더욱 진전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돼지를 질환 모델로 한 인간 질병 연구 분야도 발전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 ‘384 스마트 유전자 칩’과 같이 돼지 유전자 정보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돼지 품종 개발

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선발에 소요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며 보다 정확

한 선발이 가능한 혁신적인 양돈 기술이 개발 될 것이다. 

※ 유전자 지도 :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염색체 별로 모두 밝혀내고, 그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정보

용 어 설 명



182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경상대학교 생화학과 한창덕, 055-772-1356, cdhan@gsnu.ac.kr

Research license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a rice gene controlling erect 
plant type

글로벌 GM종자육성 기반구축 
(벼 직립초형 유도 유전자)

글로벌 GM종자의 가치는 전 세계 종자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직립초형유도 유전자는 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로 이미 4개국 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종자기업과 GM작물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이전을 체결  하여 글로벌 GM종자 시장 진출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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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초형조절 생산성 증대 작물 개발

연구성과의

핵심은!

직립초형 유도 유전자의 다국적기업과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4개국 특허진입

벼 MPT1 (Modifier of Plant Type 1) 유전자는 벼의 엽각과 분얼각을 변경하여 초형을 조

절하고 작물군락의 초관구조(canopy structure)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로 포장에서 수광상

태와 재식거리 조절을 통한 생산성을 높을 수 있다. 현재 이 초형조절 유전자는 해외 4개

국 유전자 특허권을 확보하였고, 글로벌기업인 Syngenta 사와 3년간 공동연구를 위한 기

술이전 계약 체결을 통해 옥수수, 콩, 밀에 본 기술을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과 개발인프라가 확보될 경우 향후 글로벌 GM종자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GM종자 시장 진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세계 GM종자 시장은 2015년에 20조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유전자 1건이 글로벌 GM

종자시장에 진입 상품화 되었을 경우 기술료 수입만으로도 연간 1,500억 이상의 국가 수익

이 창출될 수 있다. 본 연구 성과인 초형 조절 유전자는 옥수수, 콩, 밀 같은 세계 주요 곡물

에 적용이 가능함으로 글로벌 GM종자 시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국부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184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임선형, 031-299-1678, limsh2@korea.kr

Capsanthin rice by multi-step genetic engineering accompanied by conventional 
crossing

색소합성 대사조절기술에 의한 
캡산틴 생성 컬러쌀 

식물 생명공학 기술로 고영양성·고기능성 식품의 제공과 필수영양소 부족에 의한 국민 건강에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쌀에는 원래 없는 기능성 천연색소인 베타카로틴(황색), 지아산틴(오렌지색), 아스탁산틴(핑크색)에 

이어 캡산틴(적색)까지 생성하는 새로운 특수 쌀 소재 개발에 도전함으로써 평소 식사만으로 비타민A·시력개선·

노화방지·비만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밥이 진정한 보약이 되는 시대를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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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생명공학과 전통육종 기술의 기분좋은 만남! 컬러로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2개, 3개의 다중유전자를 동시에 발현시키는 생명공학 기술로 육성된 기능성 카로티노이드 

생성 벼 3종(베타카로틴 생성·베타카로틴 증진·지아산틴 생성)을 고추의 적색소 합성 유전

자(CCS)가 도입된 벼와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 교배함으로써 단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10단계 대사공학의 성공 가능성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자연계에 없는 고추의 적색소

(캡산틴 성분) 생성 신규 컬러쌀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단계 식물 대사공학의 한계를 극복하다

컬러쌀 소재 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의 기능 확보 및 관련 기술의 특허화를 통해 비타민A, 시

력증진, 노화방지, 노화방지 등 특수 기능성 성분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기술로 기능성 GM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됨을 물론, 다단계 대사공학을 요구하는 다

양한 식물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186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류태훈,031-299-1242, thryu@korea.kr

Risk assessment of non target organism on GM crop

유전자변형 작물 안전성평가 및 
평가기술 고도화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국내의 GM 작물 개발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명정보기술과 정밀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고도화된 안전성평가 기술기반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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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차세대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성평가기술 고도화

GM 벼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위하여 농업생태계에 서식하는 물벼룩, 벼멸구, 잉어 등

의 비표적생물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기술과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실시간 

PCR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안전성평가 기술과 화분이동성 평가기술을 고도화 하였다. 식

품안전성평가분야에서는 대사성분 비교분석법(Metabolomics) 확립을 통해 아미노산, 유기

산, 당류 등의 50항목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화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GM벼에 대한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기술보급

을 통하여 GMO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GM작물 실용화촉진을 통한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내에서는 개발단계에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간 GM작물 재배를 통해 얻어진 경

제적 효과가 약 1,000억불에 이르고 있다. 고도화된 안전성평가기술과 우리의 우수한 집약

적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약리성, 의료용 기능성물질 생산 등을 새로운 농산업의 블루오션

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8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윤웅한, 031-299-1654, uhyoon@korea.kr

Functional analysis of seed trait genes using insertional mutant lines in rice

벼 삽입변이체 이용 
종자형질 유전자 기능분석

최근 벼 유전체구조해독 이후 세계 각국은 벼 4만개 유전자기능해석을 통한 실용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벼 종자는 식량자원으로 매우 중요하며 고품질 벼 개발을 위한 종자형질 유전자 기능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벼 

삽입변이체 및 종자발현유전자 정보종합화를 통하여 종자 품질관련 유전자 대량 기능분석 및 분리 기반을 확립

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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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변이체 염색체 분포도 조직발현 양상분석 종자크기관련 유전자 분리

연구성과의

핵심은!

벼 삽입변이체 이용 대량농업형질 탐색 및 기능분석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자 기능분석용 벼 Ac/Ds 삽입변이체* 115,000계통 육성 및 삽입주변

염기서열(FST) 35,000개 분석을 통하여 벼 유전자 대량 기능분석연구 기반을 확립하였다.

벼 종자 발현유전자 기능분석 및 정보종합화

일품벼 종자 발현유전자 73,425개 구조분석 및 135K 벼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벼 조

직부위별 발현양상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GenBank에 등록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부가 맞춤형 식물개발 연구 가속화에 기여

종자형질 유전자들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고품질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한 작물생산 기술개

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벼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들은 다른 작물에서도 유사하게 발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밀, 보리 등 타 작물에서의 고유 유전자 개발연구에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 Ac/Ds 삽입변이체 :   움직이는 유전인자 Ds를 인위적으로 벼에 삽입하여 삽입된 유전자의 표현형 및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는 벼 변이체 재료

※ 마이크로어레이 :   슬라이드글라스에 수만개 이상의 유전자를 고밀도로 배열하여 대량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검정하
는 기술

용 어 설 명



19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 김범기, 031-299-1726, bgkimpeace@korea.kr

Development of abiotic stress tolerant transgenic rice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물 부족 및 사막화가 농업 분야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한발 및 내염성을 포함한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및 작물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벼 스트레스 호르몬인 ABA 수용체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를 형질전환시켜 벼의 내염 및 내

한발성을 증진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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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벼 제작

무처리 가뭄처리 염처리

내염 및 내한발성 증진 검정 (좌 : 형질전환체, 우: 일반 품종 벼)

연구성과의

핵심은!

내염 및 내한발성 동시 증진 유전자 개발

사막화 지역 토양은 한발과 염 축적이 동시에 진행되며, 따라서 한발 또는 염 동시 저항성 

유전자들은 매우 유용하나, 본 연구에 의해서 개발된 다중 스트레스 증진 유전자 개발은 매

우 드문 사례이다. 본 유전자는 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로서 밀, 옥수수, 보리와 같은 주요

한 단자엽 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내염 및 내한발성 증진 작물 개발

GM 작물의 재배면적은 25개국 1억 3,400만 ha로서 세계 종자시장에서는 30%를 점유하

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재배 면적과 재배 승인 작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

에 의해서 개발된 내한발성 유전자도입 옥수수도 재배승인 직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내염 및 내한발성 GM 작물 개발에 본 유전자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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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02-880-4568, doil@snu.ac.kr

Reference genome sequencing of pepper genome

고추유전체의 
표준 염기서열 해독

기존의 전통적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생명공학적 연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추의 표준 유전

체* 염기서열*을 완성하였다. 해당 염기서열의 구조를 분석하여 고추작물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유용 유전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2
05»



05.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93

고추 유전체의 표준 염기서열 작성 생물정보 기술을 이용한  
고추 유전체 정보 처리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기능 분석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고밀도 유전자
지도 작성 및 유용 유전자 표지 개발

유전자 표지를 이용한  
육종 설계 및 선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형질 분석 및 육종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추 표준유전체 염기서열의 완성 및 유전자 분석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서 핵심 재료로 활용되는 표준 유전체 염기서열을 순수 국내 기술로 

고추에서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추 유전체에 존재하는 3만 4천여 개의 유전자를 찾아내

고,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유전자 기능 연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

시켰다. 또한 고추 표준 유전체의 구조 및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토마토와 비교하여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어떻게 고추에서만 만들어졌는지 밝혀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최신 생명공학 연구 기법을 고추에 도입

고추의 표준 유전체 염기서열은 모든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재료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 예로 대량의 유용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기존의 전통 육종으로

는 불가능했던 우수한 특성을 지닌 신품종 개발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육

종방식을 대규모 농장에서 막대한 노동력을 들이던 방식에서 소규모 농장에서 컴퓨터와 분

석기기를 이용한 첨단 육종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 유전체 :   세포의 핵 안에 존재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 염기서열 :   유전체를 구성하는 총 네 가지 종류의 염기들의 연속된 서열. 이 네 가지 염기조합의 서열이 유전자 및 기
타 유전체를 구성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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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환수, 031-290-5915, hsyoon2011@skku.edu

Study of Super-agricultural organism for enhanced photosynthesis

광합성 효율증진 
수퍼 농생물체 원천기술 개발

회조류는 홍조류 및 육상식물을 포함하는 녹색식물과 자매군을 이루며, 진화적으로 가장 맏형이 되고 있다. 회조

류 Cyanophora paradoxa의 전체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여 식물의 진화 역사를 추정하였다. 회조류의 유

전체 정보는 광합성 효율을 증진하는 수퍼 농생물체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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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yanophora paradoxa의 전자현미경 사진, (B) 녹색식물, 홍조식물 
(C) 회조식물의 단계통을 지지하는 계통분석 결과 (녹색으로 표시됨), 

D) 당합성 유전자와 알코올발표 유전자를 이용한 계통수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물의 기원 및 새로운 광합성 메카니즘 발견

지구상 최초의 식물은 약 15억 년 전에 진핵원생생물과 남조박테리아와 내공생과정

(endosymbiosis)을 통하여 기원한 후, 회조류, 홍조류, 및 녹색식물로 진화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회조류 Cyanophora paradoxa의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였다. 유전체 

정보는 이들 세 개의 식물군이 공동조상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녹말합성 유전자를 확인하는 한편, 독특한 광수용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신소재, 신약 및 녹색에너지 개발

회조류의 엽록체는 아직도 남조박테리아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일차내공생 식물 그룹 중 

가장 원시적으로 알려진다. 회조류 Cyanophora paradoxa의 유전체에서 발견된 녹말합성

과 광합성 메카니즘은 육상식물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도입되어 활용된다.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유전자들은 신소재, 신약 및 녹색에너지 개

발의 원천기술로 활용된다. 

※ 유전체 :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염기서열과 유전 정보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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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워싱턴 대학교 생물학과 송영훈, 1-206-221-0325

Identification of control mechanisms for new photoperiodic flowering time in plants

식물의 새로운 광주기적 
개화시기 조절 기작 발견

식물들의 계절 특이적인 개화현상을 이해하고자 애기장대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파란빛을 흡수하는 광수용체*인 

FKF1이 개화에 관련된 중요 단백질인 CO와 결합하여 안정화시킴으로써 개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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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F1과 CO단백질간의 결합 파란빛에 의한 FKF1과 
CO단백질간의 결합 증가 

FKF1이 결여된 돌연변이체에서
CO 단백질 안정화 감소

연구성과의

핵심은!

광주기 변화에 의한 식물의 개화시기 조절 기작 이해

식물들이 어떻게 광주기 변화*를 인식하여 계절을 인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작물의 수확량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모델식물인 애기장대는 낮이 밤보

다 긴 계절(장일조건)에 개화가 촉진되는데, 이는 장일조건에서 FKF1이 파란빛을 흡수하여 

CO 단백질을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전사* 억제인자인 CDF1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때문임

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CO 단백질은 FT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고 FT 단백질은 개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작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

광주기에 의해 개화가 조절되는 벼, 밀, 보리 등을 포함한 많은 작물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

한 품종 개발 및 획득에 크게 기여하여 연간 수백억 이상의 소득 증대 및 10% 이상의 농지

사용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광수용체 : 빛의 특정 파장 영역을 흡수하는 단백질

※ 광주기 변화 :   낮과 밤의 길이 변화

※ 전사 : DNA(유전자)에 있는 유전정보를 RNA로 옮기는 과정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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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조강희, 031-240-3676, khc7027@korea.kr

Identification of fruit varieties using multidisciplinary  biotechnology 

융·복합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과수 품종 판별법

FTA 대응전략으로서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과 직결되는 우량 종묘의 중요성과 유통체계의 선진화가 중요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복합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우량 무병묘목*의 안정 생산과 DNA 수준에서 판별

하는 과학적인 품종인증 체계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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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홍로, 서광 품종판별 분자표지  배 품종판별 분자표지 감 품종판별 분자표지

사과 바이로이드 피해병징 무병묘 생산 과정 무병묘 생산 매뉴얼 발간·보급

연구성과의

핵심은!

잎 하나로 정확한 과수 품종 판별이 가능한 DNA 분자표지 세트 개발 

과수 묘목의 잎이나 과실 등 형태적 특성의 구별 없이 소량의 잎 조직만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품종판별용 DNA 분자표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분자표지를 이용하면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5과종의 국내 육성 품종과 주요 재배품종 총 162품종이 판별 가능하

므로 묘목 유통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품종 혼입의 문제를 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다소 해결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5종의 과수작물에서 문제시되는 난치성 바이러스, 바이로

이드병에 대한 무병묘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과 품종 판별 기술을 

관련 기관 등에 보급 하는 등 개발 기술의 기반 조성과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과수 우량묘목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통체계 선진화에 활용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및 안전관리 체계 개발은 FTA대응, 과

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과수 우량 묘목 국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감염 및 품종혼입에 따른 농업인의 피

해를 감소시켜 현재 사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피해율을 30%에서 5% 이하로 낮출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품종판별 기술은 우리 품종의 보호권을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애

로사항 해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건강한 묘

※ 분자표지 :   유전현상의 본질인 DNA의 염기서열 차이를 통해 식물체들의 유전적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
는 유전자표지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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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임다정, 031-290-1606, lim.dj@korea.kr

Analysis of signatures of selection in Hanwoo

비교유전체 연구를 통한 
한우 특이유전체 영역 발굴

가축 유전체서열 해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고 능력 가축의 선발에 필요한 우량 유전자 발굴연구가 가

능해졌으며, 유전체정보를 활용하여 가축화기원 추적을 통한 가축 표현형의 분자진화과정을 조절하는 원인 유

전자를 밝혀 분자육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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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특이 유전체 영역 집단유전체 데이터 생산

한우 및 외국 소 품종 비교 한우 및 칡소의 단일염기서열변이 
정보 브라우져 개발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축 고유의 형질 관련 유전자 발굴

한우(황우, 제주흑우, 칡소)와 7개 외국 소품종의 집단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진화적 신호 분

석 결과 연변우와 한우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게 나타났으며, 한우와 호주 육우인 블랙 앵거

스의 경우 14개 유전체영역에서 약 6개 SNP마커가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한우 집단 내에

서 칡소와 한우를 분석하여 6개 유전자가 한우에서 특이적으로 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한우 특이유전체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자는 유전자간 상호작용을 가지며, 근내지

방 함량, 도체중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전체정보 활용 형질조절 유전자 검출기법 확립

가축의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표현형질과 관련된 선발신호*(진화적 신호)가 존재하

는 유전체 영역을 활용하여 집단별 유전적, 진화적 다양성을 분석하면 각 품종별 형질조절 

유전자 또는 마커가 검출될 수 있었다. 이는 한우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의 분자육종모델에 

응용 가능하도록 유전적 요인을 규명하는데 이용 될 것이다.

※ 선발신호 :   여러 세대에 거쳐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품종, 종 간의 진화적 차이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유전적 신호를 의미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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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이영화, 061-450-0125, yonghwa@korea.kr

Improvement of low temperature property of biodiesel from palm oil and beef tallow

우지 및 팜유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 개선기술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대체연료로서 생물자원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이

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팜유 및 우지 유래 바이오디젤*은 녹는점이 높은 포화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함량이 

50% 정도로 많기 때문에 기온이 10℃ 이하로 낮아지면 결정(crystallization)이 형성되어 굳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이오디젤에 요소(urea) 혼합을 통해 포화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착물 형태로 침전시켜 제거

한 다음, 유동성 향상제를 첨가하여 저온유동성을 개선하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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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유동성 개선 전과 후 YTN 뉴스

연구성과의

핵심은!

포화도 저감 및 유동성 향상제 첨가를 통한 저온유동성 개선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팜유 및 우지 유래 바이오디젤에 대해 요소 혼합을 통해 포화도

를 50%에서 6%로 낮추었으며, 포화도 저감 시 중요한 인자는 요소 혼합비율, 결정온도

(crystallization temp.), 및 처리시간(incubation time)이다. 포화도가 저감된 팜유 및 우지 바

이오디젤에 이차적으로 유동성 향상제(FlozolⓇ 515 또는 Infineum R408)를 첨가하여 팜유 

바이오디젤의 저온필터막힘점(CFPP)*을 12℃에서 –42℃로 낮추었고, 우지 바이오디젤의 

CFPP를 10℃에서 –32℃로 낮추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동물성 바이오디젤 이용 증대

우리나라는 최근 바이오디젤 2%(38만4천톤)가 경유에 혼합되어 공급되고 있으나, 바이오

디젤 원료는 국내산 29%(폐식용유)와 수입산(팜유, 대두유 등) 71%가 사용되어 국외 의존

성이 매우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축산 폐유지(돈지 및 우

지 등) 20만톤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한다면 12만톤의 동물성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

하다.

※ 바이오디젤(BD100) :   식(동)물성 기름과 메탄올을 반응(전이에스테르화) 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함

※ 저온필터막힘점(Cold Filter Plugging Point, CFPP) :   기온이 낮아지면 연료의 유동성이 떨어져 엔진의 연료필터가 
막히게 되는 때의 온도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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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김상범, 031-290-0265, landlife@korea.kr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landscape in rural villages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마을의 경관훼손 등 농촌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다움 제고를 위

한 五感경관 추진대책(’12~’16, 농식품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농촌마을의 경관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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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농업생산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연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모델링사업의 경관지침 적용(공동작업장)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촌마을의 경관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4유형)

농촌마을의 경관 특징에 따라 자연경관(마을숲, 소하천 등), 농업생산경관(농로, 저수지 등), 

생활경관(주택, 마을안길 등), 역사·문화경관(한옥, 전통담 등) 등 4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노후된 건축물과 시설물이 많은 농촌마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지붕, 공동작업장 등 25개 요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 세부요소별 

지침을 개발하여 마을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한 종합적 경관계획으로 발전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발된 현장맞춤형 기술로, ‘五感

경관정책’*,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 지침 및 경관실무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아

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한 종합적 경관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五感경관정책(’11. 12.) :   시각 경관에서 농촌다움 가치를 포괄하는 五感 경관(미관, 생태, 문화, 역사, 전통 등) 중심으
로 전환. 계획중심의 경관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등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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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정명일, 031-290-6149, jeongil@korea.kr

Selection of plants cultivatable in rooftop garden and rooftop garden models

옥상정원의 활용을 위한 
식물선발과 정원모델

최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많은 옥상정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식물의 종류가 평균 22.8종(서울시 

옥상녹화지 사례조사, 2002~2007)으로 종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들이 조성되

고 있어 옥상정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옥상정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옥상정원용 식

물자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으며, 일선현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급용 사계절관상용 옥

상정원 모델 및 관리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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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관상용 옥상정원모델

옥상정원용 식물선발 포장 옥상정원 초본식물의 잎특성

옥상정원 목본식물의 뿌리특성 옥상정원 하계 온도변화

연구성과의

핵심은!

옥상정원에 활용되는 식물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부지역의 옥상정원용 초본식

물인 금랑화, 꽃창포, 곤달비 등 77종과 목본식물인 해당화, 화살나무, 팥배나무 등 52종, 

중부지역 옥상에 월동이 가능한 허브식물 벨가못, 쵸코민트, 야로우 등 23종을 선발하여 활

용할 수 있게 추천하여 옥상정원 이용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이

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계절관상용 옥상정원 모델과 관리매뉴얼을 

시범적으로 보급하였다. 보급용 사계절관상용 옥상정원 모델은 텃밭, 허브원, 습지비오톱, 

잔디마당, 산책로 등을 두어 체험과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식물의 계절별 관상

특성을 고려한 56종의 다양한 식물을 배치하여 종 다양성을 확대하였으며 사계절관상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옥상정원을 도시 환경개선 및 식물소비 활성화에 기여

비어있는 옥상공간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서 도심 열섬화 및 홍수방지 등 도시환경개선을 통

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름철 콘크리트 표면온도를 최고 20℃ 이상 

낮출 수 있어 냉·난방비의 6~1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를 고려한 옥상정원모델을 

보급하여 연간 50억원 이상의 옥상정원식물 및 정원조성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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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정국현, 031-299-1088, khjung85@korea.kr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착한 농업기술로 개도국 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를 15개국에 설치하였다. 주재국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된 기술을 현지 농민에게 보급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혔고 해외진출 우리 농산업체에 대한 농

업기술지원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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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기술 전수 요청 한국형 비닐하우스 설치(케냐) 무논직파재배(필리핀)

씨감자 생산 간이시설(볼리비아) 주재국 고위급 연수(한국) 농업정보지 발간(캄보디아)

연구성과의

핵심은!

개도국 맞춤형 적정기술 공동개발·보급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조성

아프리카 KOPIA 센터의 한국형 비닐하우스 기술, 베트남의 현지 맞춤형 채소재배단지 조

성, 필리핀의 논 토양에 적합한 무논직파재배기술, 볼리비아의 주곡작물인 끼누아 파종에 

맞는 값싸고 고장이 적은 무동력 파종기 및 간이시설 이용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 등 현지 

사정에 맞는 기술을 주재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나날이 높아가는 

유전자원 보호장벽에 대응하여 협력과제를 통해 유전자원 2천여 점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우리 농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미래 식량안보위

기에 대응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공여 모델로 발전

개발된 기술을 현지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어촌공사 등과 협

력하여 대규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현지 농민교육을 강화하여 수혜국 농민의 소득증가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OECD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권장하

는 원조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공여 모델로 정착시킨다.

※ KOPIA센터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의 약자로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개도국 협력기관 
내에 설치

※ OECD DAC : 개도국 원조의 관리를 위해 OECD 내에 설치된 위원회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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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조양희, 031-299-2277, afaci@korea.kr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ve Initiative(AFACI)

기후변화 등 아시아 농업기술 
이슈 공동대응 기반 구축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협력 요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다자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작물 

육종, 시설재배, 병해충 방제, 유전자원 개발 등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개발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가농업연구기관이 당면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 강화와 공동문제 대응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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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총회대표단 현장견학(한국) 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태국)  유기농사업 현지평가(필리핀)

옥수수 종자 생산 기술 지원(태국) 이동성 병해충 예찰 결과(베트남) 토마토 품종 개발(몽골)

연구성과의

핵심은!

회원국 품종개발 지원 및 기술 보급

인도네시아의 콩 품종, 몽골의 토마토, 태국의 옥수수 등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AFACI)* 회원국에 대한 내재해성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

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성과를 회원국 자체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아

시아 농업기술 정보망 구축 등 다자간 협력과제를 통한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술개

발 성과를 22종의 영농교본으로 제작하여 10개국 농가에 3만여부를 배포하는 등 실질적이

고 직접적인 기술보급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회원국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역내 식량안보 제고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등 다자간 협의체 사업은 국격제고 효과 뿐만 아니라, 역내 

회원국의 농업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ve Initiative

※ AFACI 회원국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국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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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채용우, 031-299-2341, pridecyw@korea.kr

Evalu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R&D and field application

농업기술개발·보급의 가치 및 
영농현장 활용실태 분석

국가농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특허, 신품종, 영농활용기술을 대상으로 시장에서의 기술거래가치를 평가

하여, R&D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하였다. 영농현장 활용실태 분석

은 작목별 신기술의 현장활용 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기술의 환류정도를 평가하고 보다 원활한 보급을 위

해 수용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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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의 시장가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R&D투자·보급의 농업생산액 기여율은 약 25.4%로 나타났고, 

청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결과 ‘제주재래 흑돼지를 활용한 육질형 축

군기술’의 기술가치는 8,599백만원, 경제적 효과는 7,851억 원, ‘생식 및 양조겸용 포도품

종 청수 및 양조기술의 가치는 228백만 원, 경제적 효과는 633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신품종·신기술 도입농가의 경영성과 및 기술수용요인을 분석

신품종·신기술 도입농가의 기술수용요인을 분석한 결과 ‘참외 환경조절에 의한 흰가루병 

방제기술’의 만족도는 82.9점, 계속활용 정도 73.1점, 10a당 소득증가액은 342천 원으로 

나타났고, 딸기 신품종 “싼타”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77.1점, 계속활용 정도 84.2점, 

10a당 소득증가액은 1,101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업R&D 효율성 및 현장실용화를 강화하는 연구지원

청에서 개발된 중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경제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농업인 수용요인을 분석하여 개발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사전 경제성 평가 교육 경제성분석 기준자료집

신기술 정보수집 신기술 도입 고려사항 신기술 수용요인별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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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박승용, 031-299-2303, ppsy@korea.kr

Income information service for helping farmer’s decision-making

농가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품목별 소득정보 제공

작목별 소득조사·분석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과 설계 및 경영개선 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에는 116작목 5,300농가의 소득을 조사 및 분석하여 「2011농축산물 소득자료집」 2,000부를 발간, 농업관련 기

관 등에 배부하였고, 자료집은 농업경영 연구·지도 및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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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록장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소득분석시스템

연구성과의

핵심은!

품목별 소득관련 국가승인통계 생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가의 경영진단 및 설계, 연구사업 활용을 위해 1977년부터 주요 농산

물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2002년 고구마 등 43개 작목에 대하여 통계청으

로부터 처음으로 일반통계로 통계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시설부추 등 통계승인 작목*이 추

가되어 2009년에는 52작목, 2010년 58개 작목에 대해 통계승인을 받아 소득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조사작목*의 농산물 소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통계승인 작목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지역조사작목은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로 발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설계, 경영개선 연구 및 지도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작목선택, 농업정책수립 및 영농보상 자료

농업인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작목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 농업생산액 지수산

출,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손실보상 산정,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액 산정 등 민원자료로도 활용되어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

※ 통계승인 작목 :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된 작목

※ 지역조사작목 : 농산물 소득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작목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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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 벼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키트 이봉춘 142

식량원 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이오필름 한상익 144

식량원 콩 가공부산물 이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 재탄생 김선림 156

식량원 조생흑찰 추출물의 헬리코박터균 독소분비 억제효과 서우덕 160

식량원 수수의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강하 건강 기능성 구명 고지연 162

식량원 우지 및 팜유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 개선기술 이영화 202

원예원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녹색배 ‘그린시스’ 김윤경 24

원예원 로열티 걱정없는 국산 감귤 신품종 ‘탐도3호’, ‘설봉미’ 박재호 26

원예원 다양한 화색의 국화 품종 정재아 28

원예원 프리지어 등 구근화훼류의 내병성 품종개발 및 보급 구대회 30

원예원 흰가루병 저항성 및 절화수명이 긴 장미 품종 김원희 32

원예원 로열티 경감을 위한 난 품종 개발 및 보급 김미선 34

원예원 로열티 대응 참다래 국산품종 육성 및 보급 김성철 36

원예원 로열티 대응 우수 버섯 품종 개발 및 보급 공원식 38

원예원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농업용 미래 상세전자기후도 제작 문영일 70

원예원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 한점화 72

원예원 보존화 대량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 서효원 98

원예원 고추 터널재배 시 그물망을 이용한 유인노력 절감 신영안 100

원예원 딸기 선도유지 저비용 CO2처리 기술 확립 김지강 102

원예원 인삼 선도유지를 위한 세척 및 기능성 포장재 홍윤표 104

원예원 인삼 청정묘삼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 기술 현동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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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원 국내 토착 살선충용 균주 선발 및 배양액 대량생산 김형환 140

원예원 항암 활성을 가진 기능성 마늘 곽정호 164

원예원 융·복합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과수 품종 판별법 조강희 198

원예원 옥상정원의 활용을 위한 식물선발과 정원모델 정명일 208

축산원 한국 젖소 씨수소의 국제적 우수성 확인 조광현 40

축산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우량 씨돼지 ‘축진듀록’ 보급 조규호 42

축산원 육질과 육량을 겸비한 흑돼지 ‘난축맛돈’ 조인철 44

축산원 토종 신품종 ‘우리맛닭’산업화 김종대 46

축산원 토종오리 종자 개발 및 산업화 김학규 48

축산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지희정 52

축산원 가축유전자원 국제기구(FAO) 등재 김재환 58

축산원 한우 체내수정란 대량생산기술 고응규 108

축산원 우량 한우 암소 육종집단 조성 김형철 110

축산원 소·돼지고기 부위별 육질향상 및 이용기술 조수현 112

축산원 비피도박데리움 롱검의 기능구명 및 산업화 함준상 114

축산원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으로 가축식단의 경제성 강화 김경훈 116

축산원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개발 및 보급 전중환 118

축산원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신속한 조사료 품질평가체계 구축 박형수 120

축산원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사료 제조 기술 오영균 146

축산원 국내 최초 형질전환 돼지 장기의 영장류 이식 성공 황성수 172

축산원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 및 보급 김동훈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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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 돼지 육종을 위한 유전체 지도 작성 및 유용유전자 칩 이경태 180

축산원 비교유전체 연구를 통한 한우 특이유전체 영역 발굴 임다정 200

강원대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맞춤형 조사료 생산전자지도 성경일 80

건국대 닭 만능줄기세포 생산 방법 도정태 178

경상대 무칼로리 기능성 당 ‘사이코스’ 대량생산 김선원 154

경상대 글로벌 GM종자육성 기반구축 (벼 직립초형 유도 유전자) 한창덕 182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기후변화가 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가상생태계 구현 이상희 74

동아에스티㈜
인체면역기능 개선 기능성이 입증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함유  
건강기능식품 

이태호 168

명지대 국내 미생물 유래 결핵 치료용 신물질 서주원 158

서울대 정확한 병발생 예측으로 고추역병 방제용 살균제 살포 절감 박은우 136

서울대 고추유전체의 표준 염기서열 해독 최도일 192

성균관대 광합성 효율증진 수퍼 농생물체 원천기술 윤환수 194

안동대 국내 자생 세균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비티플러스 김용균 138

워싱턴대 식물의 새로운 광주기적 개화시기 조절 기작 발견 송영훈 196

전북대 육계 장염 예방용 식물자원 발굴 장형관 166

㈜고추와 육종 세계 최초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 윤재복 22

중앙대 재조합 효모를 이용한 동물용 차세대 경구용 백신 강현아 170

충북대 Tet-On/Off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돼지 생산 기반기술 현상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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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초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 22

1
원격탐사를 이용한 농업환경정보  
평가 기술

76

1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

78

1 무칼로리 기능성 당 ‘사이코스’ 대량생산 154

1 국내 미생물 유래 결핵 치료용 신물질 158

1
수수의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강하 건강  
기능성 구명 

162

1
인체면역기능 개선 기능성이 입증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함유 건강기능식품 

168

1
재조합 효모를 이용한 동물용  
차세대 경구용 백신

170

1
국내 최초 형질전환 돼지 장기의  
영장류 이식 성공

172

1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 및  
보급

174

1
Tet-On/Off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돼지 생산 기반기술

176

1 닭 만능줄기세포 생산 방법 178

1
돼지 육종을 위한 유전체 지도 작성 및 
유용유전자 칩

180

1
글로벌 GM종자육성 기반구축 
(벼 직립초형 유도 유전자)

182

1
색소합성 대사조절기술에 의한  
캡산틴 생성 컬러쌀 

184

1
유전자변형 작물 안전성평가 및  
평가기술 고도화

186

어젠다 연구성과명 page

1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벼 

190

1 고추유전체의 표준 염기서열 해독 192

1
광합성 효율증진 수퍼 농생물체  
원천기술

194

1
식물의 새로운 광주기적 개화시기  
조절 기작 발견

196

2
신소재 유전자원 확보 및  
공동평가를 통한 유용자원 조기제공

54

2 영양체 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 56

2 가축유전자원 국제기구(FAO) 등재 58

2 한우 체내수정란 대량생산기술 108

2
누에 생실샘을 이용한 색조화장품  
기능성 신소재

150

2 곤충 유래 항생물질 분리 및 적용 기술 152

2
벼 삽입변이체 이용 종자형질 유전자  
기능분석

188

2
비교유전체 연구를 통한 한우  
특이유전체 영역 발굴

200

3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206

3
옥상정원의 활용을 위한 식물선발과  
정원모델

208

4
파종에서 수확까지 마늘·양파  
일관기계화 작업체계 확립

84

4 휴대형 토양측정장치 86

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1. 국가 농업 생명공학기술 종합육성

2.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정보 구축

3. 산업곤충 및 녹색경관 이용 기술 개발

4.   무인자동화 및 동·식물 생산공장 시스템 개발

(2012년 어젠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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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자동 인삼정식기 90

4 시설원예용 분화류 이식시스템 92

5
기후변화가 벼에 미치는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66

5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농업용  
미래 상세전자기후도 제작

70

5
기후변화가 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가상생태계 구현

74

6
가공전용 벼 ‘보람찬’ 및 이를 이용한  
쌀 가공제품

8

6 쌀국수·쌀빵 가공용 벼 ‘미면’ 10

6
남부평야지에서 8월에 수확하는  
밥맛 좋은 ‘조평벼’

12

6
수발아와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밀 ‘호
중’, ‘백찰’

14

6 기계수확이 가능한 나물용 콩 ‘해품’ 16

6
칩 가공성이 우수한 단휴면 2기작  
감자 ‘진선’

18

6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 64

6
벼 출수기 전후 태풍에 의한 피해 산정 
및 수량 추정기준 설정

68

6
쌀가루용에 적합한 쌀의 특성 구명 및  
제분기술

96

6
왕겨 및 쌀겨를 함유한 생분해성,  
광분해성 바이오필름

144

6
콩 가공부산물 이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 재탄생

156

6
조생흑찰 추출물의 헬리코박터균  
독소분비 억제효과 

160

어젠다 연구성과명 page

7
여름철 및 열대지역 재배용 사계성딸기 
품종개발 및 수출

20

7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녹색배 ‘그린시스’ 24

7
로열티 걱정없는 국산 감귤 신품종  
‘탐도3호’, ‘설봉미’

26

7 다양한 화색의 국화 품종 28

7
프리지어 등 구근화훼류의 내병성 품종
개발 및 보급

30

7
흰가루병 저항성 및 절화수명이 긴  
장미 품종

32

7
로열티 경감을 위한 난 품종 개발 및  
보급

34

7
로열티 대응 참다래 국산품종 육성 및  
보급

36

7
로열티 대응 우수 버섯 품종 개발 및  
보급

38

7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 72

7 보존화 대량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 98

7
인삼 청정묘삼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  
기술 

106

7 항암 활성을 가진 기능성 마늘 164

7
융·복합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과수 품종 판별법

198

8 한국 젖소 씨수소의 국제적 우수성 확인 40

8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우량 씨돼지  
‘축진듀록’ 보급

42

8
육질과 육량을 겸비한 흑돼지  
‘난축맛돈’

44

5.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술 개발

6. 식량 안정생산·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7.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8. 축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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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종 신품종 ‘우리맛닭’산업화 46

8 토종오리 종자 개발 및 산업화 48

8 우량 한우 암소 육종집단 조성 110

8
소·돼지고기 부위별 육질향상 및  
이용기술

112

8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으로  
가축식단의 경제성 강화

116

8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사료 제조 기술 146

8 육계 장염 예방용 식물자원 발굴 166

9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개발 실용화 62

9
고추 터널재배 시 그물망을 이용한  
유인노력 절감

100

9
착한 농업기술로 개도국 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212

9
기후변화 등 아시아 농업기술 이슈  
공동대응 기반 구축

214

9
농업기술개발·보급의 가치 및  
영농현장 활용실태 분석

216

9
농가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품목별 소득정보 제공

218

10
조사료와 농후사료 겸용 옥수수  
‘양안옥’, ‘신광옥’

50

10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52

10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맞춤형 조사료 생산전자지도

80

10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신속한 조사료 품질평가체계 구축

120

어젠다 연구성과명 page

11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개발 및 보급 118

11
유기농 고추·배추 안전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124

11
친환경 작물보호제 M27의  
유전체해독 및 유용유전자 발굴

126

11
산토모나스 속 식물세균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130

11
정확한 병발생 예측으로  
고추역병 방제용 살균제 살포 절감

136

11
국내 자생 세균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비티플러스

138

11
국내 토착 살선충용 균주 선발 및  
배양액 대량생산 

140

11 벼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키트 142

12
우지 및 팜유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 개선기술

202

13
들깻잎 신선도 늘리고 안전성 높이는  
수확 후 처리 시설

88

13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해외 잔류기준 설정

128

13
농약등록 효율화를 위한  
소면적 엽채소류 그룹화

134

14
딸기 선도유지 저비용 CO2처리 기술  
확립

102

14
인삼 선도유지를 위한 세척 및  
기능성 포장재

104

14
비피도박데리움 롱검의 기능구명 및  
산업화

114

15 하얀 거품 가득한 맥주 같은 막걸리 94

15 유용 발효미생물 자원화 및 활용기술 132

9.   국내외 현장 기술적용 촉진 및 경영·마케팅  
기술 개발

10.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11. 친환경·자원순환 농업 기술 개발

12. 에너지 절감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13. 농식품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14.   신기능성 농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15. 한식 세계화 및 전통식품 활성화 기술 개발



23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자료제공
담당자 소속기관 page

강동현 농과원 92

강천식 식량원 14

강태경 농과원 90

강현아 중앙대 170

고응규 축산원 108

고지연 식량원 162

공원식 원예원 38

곽재균 농과원 54

곽정호 원예원 164

구대회 원예원 30

구본일 식량원 68

김건엽 농과원 78

김경훈 축산원 116

김동훈 축산원 174

김미선 원예원 34

김범기 농과원 190

김상범 농과원 206

김선림 식량원 156

김선원 경상대 154

김성철 원예원 36

김세리 농과원 88

김용균 안동대 138

김원희 원예원 32

김윤경 원예원 24

김이현 농과원 76

담당자 소속기관 page

김재환 축산원 58

김종대 축산원 46

김지강 원예원 102

김학규 축산원 48

김현태 식량원 16

김형철 축산원 110

김형환 원예원 140

남정권 식량원 12

도정태 건국대 178

류태훈 농과원 186

명인식 농과원 130

문영일 원예원 70

박승용 본청 218

박은우 서울대 136

박재호 원예원 26

박형수 축산원 120

서우덕 식량원 160

서주원 명지대 158

서효원 원예원 98

성경일 강원대 80

손경애 농과원 134

손범영 식량원 50

송영훈 워싱턴대 196

신영안 원예원 100

심창기 농과원 124



부록 231

담당자 소속기관 page

여수환 농과원 132

오영균 축산원 146

원항연 농과원 126

윤미라 식량원 96

윤웅한 농과원 188

윤재복 ㈜고추와 육종 22

윤환수 성균관대 194

이경태 축산원 180

이봉춘 식량원 142

이상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4

이영화 식량원 202

이정윤 농과원 56

이종남 식량원 20

이충근 식량원 66

이태호 동아에스티㈜ 168

이희삼 농과원 150

임다정 축산원 200

임선형 농과원 184

장형관 전북대 166

전중환 축산원 118

정건호 식량원 64

정국현 본청 212

정명일 원예원 208

정석태 농과원 94

정재아 원예원 28

담당자 소속기관 page

조강희 원예원 198

조광현 축산원 40

조규호 축산원 42

조수현 축산원 112

조양희 본청 214

조인철 축산원 44

조준현 식량원 10

조지홍 식량원 18

지희정 축산원 52

진용덕 농과원 128

채용우 본청 216

최도일 서울대 192

최용 농과원 84

하기용 식량원 8

한상익 식량원 144

한점화 원예원 72

한창덕 경상대 182

한희석 식량원 62

함준상 축산원 114

현동윤 원예원 106

현상환 충북대 176

홍영기 농과원 86

홍윤표 원예원 104

황성수 축산원 172

황재삼 농과원 152



발 행 일 2013년 6월

발 행 처 농촌진흥청

 (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발 행 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감     수 농촌진흥청 차장 라승용

편집기획 연구정책국장 허건양

편 집 인 연구성과관리과장 최유림(김경미)

편     집 연구정책국 :   이성수, 나영왕, 류경열, 박상원, 정민웅, 김동환,  

하태정, 최병렬, 이현동, 조문정,  

이영희(이진모), 이지원(이규성), 장대수, 조남준,  

문병철(류재기), 김경선, 임기순, 권수진

 농촌지원국 : 박흥규, 정충섭

 기술협력국 : 서세정, 이상영, 권도하, 이근표, 손찬수, 박성현

 대변인실 : 권철희

 국립농업과학원 : 홍성진, 방혜선, 한상미

 국립식량과학원 : 김욱한, 이경희, 박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임병수, 장갑열, 한유경 

 국립축산과학원 : 임대환, 강보석, 강신곤

연 락 처 연구성과관리과 (031) 299-1956 / 1957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2420-10

ISBN 978-89-480-2090-8  93520

2012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