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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흰잎마름병 K3a 균계 저항성 최고품질‘해품’개발

Development of‘Haepum’with high grain quality and

 resistance against bacterial blight, K3a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 남정권, 063-840-2175, namjk725@korea.kr

▢ 요약
  벼흰잎마름병 K3a 균계의 확산으로 기존 저항성 품종이 이병화 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병 발생증가로 수량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육성된 최고품질 벼 품종이 중만생에 치우쳐 있어 수확기 노력분산을 위

해 숙기 다양화가 필요하며 밥맛이 좋고 병에 안정성을 보이는 중생종 ‘해

품’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중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품종

종자산업 육성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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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를 찾다

고객 선호도에 맞춘 양파 ‘스위트 그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배, 단감, 매실 신품종

해외서 인기많은 스프레이 국화

뿌리가 굵고 병에 강한 인삼 ‘고원’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사과

껍질째 먹는 씨없는 포도 ‘홍주무핵’

FTA 대응 경쟁력 우위 감귤 ‘신예감’, ‘탐도3호’, ‘설봉미’

구근화훼류 국산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

로열티 버는 우리버섯 신품종

빨리 수확하고 당도높은 키위(참다래) ‘골든볼’

곶감용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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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흰잎마름병 K3a 균계 저항성 최고품질‘해품’개발

Development of‘Haepum’with high grain quality and

 resistance against bacterial blight, K3a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 남정권, 063-840-2175, namjk725@korea.kr

▢ 요약
  벼흰잎마름병 K3a 균계의 확산으로 기존 저항성 품종이 이병화 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병 발생증가로 수량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육성된 최고품질 벼 품종이 중만생에 치우쳐 있어 수확기 노력분산을 위

해 숙기 다양화가 필요하며 밥맛이 좋고 병에 안정성을 보이는 중생종 ‘해

품’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중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품종

종자산업 육성

01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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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된 최고품질 벼 품종이 중만생에 치우쳐 있어 수확기 노력분산을 위

해 숙기 다양화가 필요하며 밥맛이 좋고 병에 안정성을 보이는 중생종 ‘해

품’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중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품종

벼흰잎마름병 K3a 균계의 확산으로 기존 저항성 품종도 병에 걸려 수량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육성된 최고품질 벼 품종이 중만생에 치우쳐 있어 수확기에 노동력 쏠림현상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밥맛이 좋고 병에 안정성을 보이는 중생종 ‘해품’을 개발하였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 남정권, 063-840-2175, namjk725@korea.kr

New Rice Variety ‘Haepum’ with High Grain Quality 
and Resistance against Bacterial Blight

흰잎마름병 K3a 균계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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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해품’의 성숙기 사진 흰잎마름병검정 발병상습지 검정(부안) ‘해품’ 정조, 현미, 쌀

※  벼흰잎마름병 K3a 균계 :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벼흰잎마름병균의 병원성에 따라 균형(레이스)을 분류하는데 병원

성이 비교적 약한 것을 K1, 중은 K2, 강은 K3, 그리고 아주 강한 것을 K4, K5로 분류하고 있음. 이중에서 K3 범주에 속

하면서 병원성이 좀더 강한 것을 K3a라고 함

※  이병성 : 병에 걸리는 성질

※  백미완전립률 : 도정된 흰쌀을 1.70㎜ 체로 쳐서 체 위에 남아있는 쌀 100g을 채취하여 그 중 불완전립을 제외한 정상

적인 쌀의 비율

< 발병 상습지역 보급으로 미질 좋은 쌀 생산 및 수확기 노력 분산 >

최고품질 벼 품종의 숙기를 다양하게 하여 수확기에 집중되는 노력을 분산시키고, 중만생종 집중출하에 따른 

쌀 품질저하를 피할 수 있으며 쌀 공급 물량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콤바인 등 작업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남부평야지 벼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에 중점 보급하면 쌀 수량 증가 및 농약사용 절감 등으로 

연간 318억원의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 중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최고품질 품종 >

 ‘해품’은 ‘남평’보다 출수가 3일 빠른 중생종으로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품종이다. 벼흰잎마름병

(K1~K3, K3a)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다. 쌀수량은 남평벼와 비슷하나 흰잎마름병 발병 상습지에서는 이

병성인 남평벼에 비해 26% 증수 효과가 있다.

품 종 명
출수기
(월.일)

간장
(㎝)

등숙률
(%)

천립중
(g)

도정율
(%)

백미
완전립률

(%)

단백질
함  량
(%)

밥맛
(-3~+3)

쌀수량
(kg/10a)

일반답
병발생 
상습지*

해 품 8.11 73 87.6 22.3 73.6 92.7 6.2 0.32 526 (97) 525(126)

남 평 8.14 81 87.2 21.4 72.7 97.2 7.2 0.02 540(100) 417(100)

* 벼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검정(2011∼2013)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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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 후 갈변현상이 없는 찰성쌀보리 ‘영백찰’ 개발

Development of nacked waxy barley cultivar 

‘Yeongbaekchal’with low proanthocyanidin content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이미자, 063-840-2257, esilvia@korea.kr

▢ 요약

 보리는 건강 열풍 속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보리밥은 

밥 지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갈변하여, 이질감에 따른 소비자

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갈변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프로안토시

아니딘 저함유 찰성 쌀보리 품종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노력한 결과 밥 지은 후 갈변이 적은 ‘영백찰’을 개발하였다. 

‘영백찰’은 퍼짐성과 흡수율이 높고, 보리밥의 물성 분석 결과 탄력성

이나 응집성, 씹는 느낌 등도 좋아 보리밥 특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이미자, 063-840-2257, esilvia@korea.kr

Naked Waxy Barley Variety ‘Yeongbaekchal’ with Low 
Proanthocyanidin Content

보리는 건강 열풍 속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보리로 밥을 지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갈

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리밥의 색깔이 변하는 원

인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다.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이 적은 품종개발에 힘써 ‘영백찰’을 육성하

였다. ‘영백찰’은 퍼짐성과 흡수율이 높고, 탄력성이나 응집성, 씹는 느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보리밥의 색깔

도 변함이 없는 쌀보리이다.

색 변함이 없는 보리밥, 

쌀보리 ‘영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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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 곡실 취반 후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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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찰 영백찰

< 단지화를 통한 품질관리 및 농가소득 증대 >

‘영백찰’은 2013년 9월에 품종보호 출원되었으며, 종자생산단계에 따른 보급종 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2~3

년 후에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갈변하지 않는 보리밥용 보리품종 개발로 보리밥에 

대한 선호도 향상 및 재배 단지화를 통한 조기보급으로 보리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 보급, 대체면적 : 찰보리 재배면적의 10%(약 1,000ha)

<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이 낮아 보리밥 저장시 백도 변화가 적음 >

보리밥 지은 후 갈변을 일으키는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영백찰’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보리밥 저장시 

백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새찰쌀보리는 6시간 이후부터 백도(25→13)가 많이 떨어진 반면, 영백찰은 거의 변

하지 않았다(30→28). 보리밥 관능평가에서도 밥모양, 찰기, 밥맛, 냄새 등 모든 조사 요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생육 및 수량성

품 종 명

조   곡 정   곡

단백질
(%)

전분
(%)

총페놀
(%)

프로안토
시아니딘(%)

백도
아밀로스

(%)
β-glucan

(%)
흡수율

(%)
퍼짐성

(%)

영백찰
새찰쌀보리

10.2
11.3

62.8
58.6

0.06
0.18

-
0.19

38.3
38.7

7.5
6.1

6.1
6.5

286
271

456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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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맥주의 산업화 선도, 

맥주보리 ‘백호’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박종철, 063-840-2243, pacc43@korea.kr

Barley Variety ‘Baekho’ for Jeju Beer Industry

국내 맥주 시장은 두 개의 대형 업체가 선점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국산 보리 원료의 사용을 기피하면서 맥

주보리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맥주 맛도 획일화되어 있다. 요즘 소비자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맥주

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맥주용 보리의 품종(백호보리)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정 제주의 

물과 함께 제주지역 특화 맥주 ‘제스피’를 개발하여 산업화하였다. 제주맥주의 개발은 국내 품종의 우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증진시켰다. 또한 제주맥주의 산업화 모델은 국산 보

리를 활용한 여러 지역특화 맥주 산업의 효시가 되었다.

흰가루병에 강한 제주맥주 전용 ‘백호보리’(왼쪽)
(오른쪽은 흰가루병에 감염된 기존보리)

제주맥주 ‘제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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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트 맥주(Craft beer) 미국양조협회 정의: 소규모, 독립, 전통. 즉, 소규모이면서 순수 보리 맥아만을 이용한 맥주. 

국내에서는 하우스 맥주로 알려져 왔음. 국내 주세법 개정(‘14)으로 국내 외부 유통도 가능함.  

※  상면발효 : 발효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거품과 함께 액면상에 뜨고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 

발효효모를 상면효모라 하는데, 이 효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효

이렇게 활용됩니다

맥주 전용 신품종 개발 생산단지 조성 제품개발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 판매 및 산업화

< 제주지역 적응성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맥주 전용 품종 개발과 기술이전 >

병해에 강하고 수량이 많으며, 제주지역 적응성이 우수하고, 맥주용으로 품질특성이 좋은 품종 ‘백호보리’를 

개발하였다. 백호보리는 제주 지역특화 맥주 개발을 위한 전용 품종으로 기술이전(2012-2018) 되어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과 맥주원료 생산에 이용되었다.

< 국내 최초 국산 보리 100%를 이용한 지역맥주 ‘제스피’개발 산업화 >

양조기술 지원과 시설 기반 구축을 통하여 2013년 7월 국내 최초 국산 보리 100%를 활용한 제주맥주 ‘제스

피’ 5종을 개발하여 판매·산업화하였다. 제스피는 시판 맥주와 달리 상면발효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여 맛을 

차별화하였다. 최근에는 미국과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수출에 힘쓰고 있다. 제주맥주는 국내 여러 지역 특화

맥주 개발, 확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우수한 국산 품종의 재배 확산으로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

품질이 우수한 국산 맥주보리 품종을 이용한 지역 특화 맥주 개발과 산업화는 겨울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선진국형 소규모 크래프트 맥주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 >

원료의 생산-가공-판매-관광을 연계한 선진국형 소규모 맥주 산업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세법 완화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지역별 다양한 품종을 활용한 맥주 개발과 판매는 차별화된 제품의 공급

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증진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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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라미’의 현미 및 현미밥 외관(우)‘미소미’ 성숙기 및 쌀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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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용 ‘미소미’ 및 현미밥용 ‘보드라미’ 개발
Development of ‘Misomi’ and ‘Bodrami’ for convenience food 

and  brown rice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원용재와 정지웅, 031-290-6702, yjwon@korea.kr

▢ 요약

   201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2.6 kg(3.7%) 감소한 67.2 kg 으로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미소미’는 복합내병성으로 친환경 소비료재배에 적합하고, 밥맛이 추청보다 

우수하며, 특히 식은밥 맛이 좋아 간편식 가공밥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14일이고, 쌀수량은 5.7 MT/ha로 높아 중부지역 

평야지에서 재배하기 적합하다. 

     ‘보드라미’는 압력 취반과 보온 후 밥의 경도가 일반 품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침지시간 단축 및 취반이 용이하고 거친 식감이 개선되어 현미밥이 부

드럽다. 취반중 밥알이 터지지 않고 쌀의 형태를 유지하여 현미밥의 형태가 

양호한 멥쌀 현미밥 전용 품종이다. 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11일이고, 

현미수량은 5.6 MT/ha 이다. 

간편 즉석밥 ‘미소미’, 

건강 현미밥 ‘보드라미’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원용재, 031-290-6702, yjwon@korea.kr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정지웅, 031-290-6728, jrnj@korea.kr

New Rice Variety for Instant Rice, ‘Misomi’ and 
Healthy Brown Rice Variety, ‘ Bodrami’

2013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2.6 kg 감소한 67.2 kg 으로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미소미’는 복합내병성으로 적은 비료로 재배가 가능하고, 밥맛이 ‘추청’보다 우수하다. 특히 식은밥 맛이  

좋아 간편식 가공밥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14일이고, 쌀수량은 5.7톤/ha로 높아 중

부지역 평야지에서 재배하기 적합하다. 

‘보드라미’는 압력 취반과 보온 후 밥의 경도가 일반 품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밥하기 쉽고 거친 식감이 개

선되어 현미밥이 부드럽다. 취반중 밥알이 터지지 않고 쌀의 형태를 유지하여 현미밥의 형태가 양호한 멥쌀 

현미밥 전용 품종이다. 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11일이고, 현미수량은 5.6톤/ha 이다. 

‘미소미’ 성숙기 및 쌀 품위 ‘보드라미’의 현미 및 현미밥 외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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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미소미 >

쌀알은 심복백이 없어 맑고 깨끗하며, 밥맛은 관능검정 결과 0.33으로 화성(-0.07), 추청(0.14)보다 우수하

다. 특히 식은밥은 더운밥을 먹을 때 보다 다른 품종 대비 더 높은 값을 보였고, 밥알의 부착성이 66.9로 추청

(48.6) 보다 월등히 높아 간편식용 품종으로 적합하다. 

< 보드라미 >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선택 기준으로 ‘건강’이 부각되면서 현미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소비자 장바

구니로 알아본 농식품 소비선호도; ’13. 5월 농진청), 백미밥에 비해 거칠고 딱딱한 식감은 소비확대의 제한요

인으로 여겨져 왔다. ‘보드라미’는 일반품종에 비해 현미밥의 경도가 낮고 보온 후에도 쉽게 딱딱해지지 않는 

등 식감이 개선된 현미밥 전용 멥쌀품종이다. 

< 미소미 : 복합내병성으로 농약사용 절감 >

‘미소미’는 수량이 낮고 병에 약한 ‘추청’을 50천ha 대체재배하면, 1.4톤/ha 더 생산되어 ‘13년 공공비축미 가

격(60,730원/40kg 포대벼)으로 환산할 때 1,063억원, 또한 복합내병성이므로 연간 농약사용비용(290,057원/

ha) 145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합계 1,208억원의 농가소득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보드라미 : 식감이 부드러운 현미밥 >

‘보드라미’는 현재 일반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압력밥솥을 이용할 경우, 현미를 미리 물에 불리지 않아

도 밥알의 형태가 양호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현미밥이 되는 품종이다. ‘보드라미’는 비타민(B1,B2)과 식이섬

유 및 미량원소 등 현미밥의 영양적 가치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한 품종으로 쌀 소비확대 뿐만 아니라 국민건

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복합내병성 : 벼의 3대 병해인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특성

※ 심복백 : 쌀알의 중심부에 백색부분이 생긴 것

‘미소미’ 병 저항성 ‘보드라미’ 성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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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병 저항성 벼 우량계통 밀양299호>

10-29

벼 키다리병 저항성 분자마커 개발 및 우량계통 육성

(Development of DNA marker and elite line to bakanae 

disease in rice)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박동수, 055-350-1184, parkds9709@korea.kr

▢ 요약

  벼 키다리병은 최근 여름철 벼꽃이 피는 시기에 고온으로 인해 종자 감

염률이 증가하고, 봄철 종자소독 시기에는 저온으로 경과함에 따라 종자소

독 효과가 떨어져 발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전국 논의 31%에

서 키다리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키다리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

인 방제대책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키

다리병 저항성 품종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벼 키다리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자 저항성 대

량 생물검정법과 분자마커를 이용해 선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

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형 벼의 저항성 유전자를 교배를 통해 자포니카형 벼

에 이전시킨 후 DNA 마커인 RM9을 이용하여 저항성 우량계통인 벼 밀양

299호를 선발하여 품종화를 위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를 

찾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박동수, 055-350-1184, parkds9709@korea.kr

New DNA Marker to Detect Bakanae Disease 
Resistance in Rice

벼 키다리병은 최근 여름철 벼꽃이 피는 시기에 고온으로 인해 종자 감염률이 증가하고, 봄철 저온현상으로 

종자소독 효과가 떨어져 발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전국 논의 31%에서 키다리병 발생이 확인

된 바 있다. 키다리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제대책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나 현재

까지 국내에는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이 없는 실정이다.

벼 키다리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자 저항성 대량 생물검정법과 분자마커를 이용해 선발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 통일형 벼의 저항성 유전자를 교배를 통해 자포니카형 벼에 이전시킨 후 

DNA 마커인 RM9을 이용하여 저항성 우량계통인 벼 밀양299호를 선발하여 품종화를 위한 지역적응시험

을 수행하고 있다.

키다리병 저항성 벼 우량계통 밀양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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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병 대량검정 분자마커 개발저항성 자원 선발

이렇게 활용됩니다

< 벼 키다리병 저항성 대량검정법 개발 >

저항성 육종의 원천기술은 저항성 평가법 개발과 저항성 유전자원의 선발에 있다. Tissue embedding 

cassetteTM를 이용하여 신속·균일한 접종을 가능하게 하였다. 키다리 병원균의 포자농도, 접종 후 저항성 평

가기준 등을 설정하여 저항성 대량 검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 500점을 검정하여 신광벼, 

원씨대수 등 키다리병 저항성 4종을 선발하였다.

< 신광벼 유래 저항성 분자마커 개발 및 저항성 계통 육성 >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원인 통일형 신광벼의 저항성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품벼를 이용하여 6회 교정

교배한 후 양적형질유전자좌(QTL)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항성 주동 유전자인 qBK1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저항성 개체 선발의 정확도가 86% 정도인 DNA 마커 RM9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신광벼의 저항성 유전자

가 밥맛이 좋은 일반형 품종인 일품벼에 이전된 키다리병 저항성 중만생 우량계통 ‘밀양299호’를 조기에 육

성하였다. 

< 벼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 개발로 방제비용 절감 및 친환경 재배기반 구축 >

전국의 벼 키다리병에 의한 각종 손실은 2013년 기준 약 1,503억 원으로 추정된다. 키다리병 저항성 벼 우량

계통 ‘밀양299호’는 2014년부터 3년간의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7년 품종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농가에 보

급될 예정이다. 

용 어 설 명

※  키다리병 : 곰팡이인 Fusarium Fujikuroi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전년의 이병종자나 토양으로부터 감염됨. 증상은 못

자리 때부터 벼잎이 연한 황록색을 띠고 가늘고 지나치게 도장하며 본답에서는 마디가 구부러지고 이삭이 매우 불량

하게 됨.

※  양적형질유전자좌(QTL) : 길이·넓이·무게 등의 연속적인 측정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유전적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

자의 염색체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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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교배종 품종을 위한 웅성불임계통 개발 보급 및 신품종육성

(Onion male-sterile line development for hybrid seed production )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김철우, 061-450-0193, cwkim@korea.kr

▢ 요약

  국내에서 재배되는 양파의 약 70%가 수입산 품종으로 종자가격이 생산

비의 약 20%로 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산 품종의 개발이 시급하나 육종소재와 연구인력 등의 부족은 

우수한 품종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품종개발에 필수적인 

육종재료를 개발하여 양파 육종가에 보급함으로서 국산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식과 가공용에 적합한 새로운 색깔의 품종을 육성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양파 교배종품종 개발기간의 획기적 단축

고객 선호도에 맞춘 양파 

‘스위트 그린’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김철우, 061-450-0193, cwkim@korea.kr

‘Sweet Green’, Onion for Customers’ Preference

국내에서 재배하는 양파의 약 70%가 수입산 품종으로 종자가격이 생산비의 약 20%를 차지하여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산 품종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품종개발에 필수적인 육종재료를 개발하여 양파 육종가에게 보급하였고 생식과 가공용에 적합한 새로운 색

깔의 품종을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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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그린 육종소재 웅성불임계통 웅성불임계통 모구분양

※ 웅성불임계통 :  꽃가루가 없어 자체로 종자가 생기지 않으며 꽃가루가 있는 품종과 교잡을 통해 종자가 생산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 양파 교배종 품종 개발기간의 획기적 단축 >

분자마커를 활용한 불임계통 육성기술 개발로 신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5~20년에서 8~10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선발효율 또한 10~15%에서 40~60%로 높일 수 있다.

< 새로운 색을 가진 양파 품종개발 >

중만생종 신품종 ‘스위트그린’은 모양이 둥글고 크기는 150g 내외이며 육색은 기존의 황색, 자색, 백색 품종

과 다른 연녹색을 띤다. 추대 및 분구가 없어 재배에 안정적이며, 당도는 약 13Brixo로 높고 식감이 좋아 생식, 

즙 및 가공용에 적합한 품종이다.

< 양파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재료 보급 >

양파는 타 작물에 비해 육종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영세한 국내 종묘회사에 그동안 개발한 육종소재를 보급

함으로서 국산 품종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 웅성불임계통 원예30001 등 6계통 분양 : 15개 회사 및 기관

< 품종개발기간 단축과 수입종자 가격 인하 >

교배종 품종의 종자생산에 필수적인 불임계통육성 기술 확보는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건강

기능성 등 맞춤형 양파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다.

국내 종묘업체 및 연구소의 육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산에 비해 약 1.7배인 수입산 양파 종자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80만원/kg(수입품종평균가격) × 0.10 = 8만원/kg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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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배, 단감, 매실 신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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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 조광식, 061-330-1590, ksc4826@korea.kr 

New Varieties of Pear, Sweet Persimmon and Japanese 
Apricot for Consumers

배 ‘신고’, 단감 ‘부유’ 단일 품종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

하는 맛좋은 배와 단감 품종을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30~450g 이내의 적당한 크기로 소

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 품종 ‘소담’, ‘솔미’, 중만생 대과인 완전단감 품종 ‘감풍’, 경제성이 높은 중

만생 대과 단감 수분수 품종 ‘왕추’, 빨갛게 착색되는 매실 품종 ‘연지’를 육성하였다. 

< 배 중소과 품종 ‘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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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과수산업의 성장동력은 소비자를 위한 품종에서 시작된다 >

연중생산, 건강증진, 생산의 편리성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품종을 육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중소과 크기(330~450g)의 즙이 많고 아삭한 육질의 배 ‘소담’과 ‘솔미’를 육성

하였다. 단감 ‘부유’를 대체할 만한 중만생종 대형크기의 완전단감 ‘감풍’, 단감의 수분수용 떫은 감 ‘왕추’를 

개발하고, 빨갛게 착색되는 매실 ‘연지’를 육성하였다. 

< 배, 단감, 매실 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

2013년 이전 육성한 배 품종 중 껍질을 함께 먹는 ‘조이스킨’, 깎아 놓아도 과일의 색이 변하지 않아 신선편이 

가공에 적합한 ‘설원’, 검은별무늬병에 강해 안전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린시스’ 등이 통상실시되어 신품

종 재배면적이 ’15년에는 30%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적인 배 신품종 소비자 서포터즈와 함

께 배, 단감, 매실 신품종을 평가하여 소비자 반응과 요구를 육종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배, 단감, 매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용 어 설 명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또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농촌진흥청)가 타인(과수묘목 생산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 (묘목생산 및 판매)하게 하는 권리

※  완전단감 : 과실 전체가 떫은맛이 없는 단감

배 ‘솔미’ 수분수용 떪은 감 ‘왕추’ 빨갛게 착색되는 매실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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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인기많은 스프레이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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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Spray-Type Chrysanthemum Varieties for 
Export

국화는 주요 화훼작물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재배품종의 대부분이 외국종자인 문제점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국산국화 품종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었

다. 그 결과, 국산 국화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산국화 품종의 해

외수출에도 성공하여 로열티를 절감하고 있다.



23Part 01 종자산업 육성

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개화반응이 빠르고 잘 자라는 스프레이국화 품종 개발 >

개화반응이 균일하고 빠르며 잘 자라는 국산 스프레이국화 신품종 ‘옐로우마블’, ‘큐티핑크’, ‘글로리핑크’ 3

품종을 개발하였다. ‘옐로우마블’은 황색의 홑꽃으로 연중 잘 자라고 균일하게 꽃이 핀다. ‘큐티핑크’는 연분

홍색의 겹꽃으로 고온기에 꽃색이 안정적이고 흰녹병에 강하여 재배하기 쉽다. ‘글로리핑크’는 고생장형으로 

잘 자라고 꽃모양이 우수하고 볼륨감이 뛰어나다. 

< 국산 국화품종 보급확대로 주년생산 및 수출비율 증대  >

개발된 신품종은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 및 품종보호권 등록 후 처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보급된 품종은 농가재배 후 일본 등 해외로 시범수출하여 해외소비자의 기호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용 어 설 명

‘옐로우마블’

흰녹병 강함, 주년생산

‘큐티핑크’ 

흰녹병 강함, 내서성

‘글로리핑크’ 

고생장형, 조기개화성

국화육성계통 평가회

※ 스프레이국화 : 하나의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국화

※ 주년생산 : 한해에 몇 번이고 심어서 생산하는 것

※ 흰녹병 :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 곰팡이균에 의해 생김

※ 내서성 : 더위에 견디는 성질

※ 고생장형 : 잘 자라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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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굵고 병에 강한 인삼 

‘고원’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영창, 043-871-5532, ycpiano@korea.kr

High Quality and Disease Resistant New Ginseng 
Variety ‘Kowon’

인삼은 고온과 햇빛을 싫어해 해가림 아래서 재배되는 반음지성 식물이다. 재배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변화로 인삼 재배환경이 악

화되어 고온장해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균일하지 않은 

재래종 재배로 인한 수량 감소와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안정된 인삼 생산을 위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 이에 품질이 좋고 재해저항성이 높은 인삼 품종육성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다

양하고 유용한 인삼 유전자원 1,100여 점을 수집했고, 그 중에서 다수성이면서 내병성인 우수한 계통을 선발

해서 인삼 신품종 ‘고원’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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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수량이 많고 병에 강한 인삼 신품종 육성 >

병해저항성 품종을 만들고자 전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 것이 ‘고원’이다.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특성을 검정하고 종자를 증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지역적응시

험을 실시한 결과, 다수성이면서 병해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인정됐다. 이 품종은 2013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규품종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원’(고려인삼 중의 으뜸)이란 정식 이름이 부여

되었다. ‘고원’은 기존 품종에 비해서 수량은 4~22% 높았으며, 점무늬병 발생률은 5% 감소하였다.

< 인삼 우량 신품종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

‘고원’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생산 체계를 마련한 후 인삼 종자를 대량 증식하여 재래종을 신품종으로 

대체하면,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은 인삼 생산이 가능해 농가 소득이 10%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빈발하는 기상이변에도 수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뿐 아니라 FTA로 

인한 외국삼 수입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  점무늬병 : 인삼의 지상부 병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잎, 줄기, 열매까지 발생하는 무서운 병으로 흑갈색의 정해지

지 않은 모양의 병반을 나타낸다.

다른 품종과 뿌리 비교

품종 보급체계

현장평가회

농촌진흥청

(육성기관)
종자생산농민인삼농협

기본식물 생산계약

적지선정 종자공급

보급종 종자생산기술 제공

농식품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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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사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시험장 권순일, 054-380-3130, topapple@korea.kr

Apples of Various Sizes and Colors 

사과는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연두색, 노란색, 검붉은색 등 다양하며, 크기도 양앵두만한 것부터 1㎏이 넘

는 것까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크고 빨간색 위주로 생산되므로 다양한 사과를 개발

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케이크 장식용 꽃사과 ‘데코벨’을 개발하였으며, 

무게가 200g 정도이며, 황색인 ‘황옥’, 빨간색인 ‘피크닉’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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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케이크 장식용 꽃사과 ‘데코벨(Decobell)’ 개발 >

‘데코벨’은 열매의 크기가 23g이며, 색깔이 양앵두와 흡사한 농홍색이며, 꽃사과 중에서는 맛이 가장 뛰어나

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있으며, 농홍색의 열매는 9월 상순부터 색깔이 들어서 11월 상순까지 달려있

으므로 관상 가치도 매우 높다. 또한, ‘후지’, ‘쓰가루’ 과수원의 꽃가루받이용 품종으로도 활용 가능한 다용도 

품종이다.

< 다양한 색깔의 사과 중과형 품종 보급 확대 >

과일 크기가 200g 정도이면서 색깔이 노란색인 ‘황옥’, 빨간색인 ‘피크닉’ 품종을 시군지역에 특화시키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황옥’은 주스, 파이 등의 제조에 적합하며, 고랭지에서 고품질로 생산되기 때

문에 경북 김천의 해발 400m이상의 지역에, ‘피크닉’은 과일이 단단하고, 당도와 산도가 높아서 유통 상인과 

소비자 반응이 좋아 경북 예천지역에 보급하고 있다. 

< 다양한 사과 소비 확대 및 지역 특화 품종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조경·생식용 꽃사과 품종의 개발로 사과산업을 확대하고, 맛있는 중과형, 다양한 색깔의 사과 생산·공급으

로 사과 수요를 확대 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중과 : 사과 무게 약 220g 내외의 크기

케이크 장식된 ‘데코벨’ 중과형 황색 사과 ‘황옥’ 중과형 빨간색 사과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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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째 먹는 씨없는 포도 

‘홍주무핵’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허윤영, 031-240-3697, yyhur76@korea.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정성민, 031-240-3693, fizzfizz@korea.kr

Seedless Grape Variety, ‘Hongju Seedless’

2002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출 강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칠레, 페루, 미국 및 중국 등과 FTA 체결에 대응하여 국내 포도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에 적합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품종 육성·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환경 적응성(겨울철 추위 및 병·해충에 강한), 재배편의

성, 건강기능성이 뛰어나고 숙기가 빠르며 고품질인 포도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3년 ‘청수’ 

품종을 시작으로 15 품종(생식용 12, 가공 겸용 3)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 홍주무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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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없고 당도 높은 ‘홍주무핵’ 품종 육성 >

2013년 육성된 ‘홍주무핵’ 품종은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당도가 높은 홍색 품종이다. 또한 2009년 육성된 

머스캇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홍아람’ 품종과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와인전용 ‘나르샤’ 품종은 통상

실시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묘목을 구입·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 ‘흑보석’, ‘진옥’ 등 국내 육성품종 시범포장 조성, 작목반을 중심으로 보급확대 >

기존에 육성된 국산 포도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각 지역에 신품종 재배시범포를 조성하고, 품종별 

현장평가회와 언론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김천과 거창 지역에 ‘흑보석’, ‘진옥’ 품종 작목반이 만들어졌

으며, 약 150ha에 국산 포도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 보급 >

국내 환경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 육성·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리장해를 줄이고, ‘캠벨얼리’와 ‘거봉’에 

편중된 포도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흑보석’ 품종은 포도 색

깔이 진하고 수확량이 많아 앞으로 보급면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용 어 설 명

※  품종 : 생물 분류상, 종(種) 아래에 두는 단위의 하나.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로, 아종이나 변종, 또는 유전적인 개량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개체의 집단

‘나르샤’ ‘흑보석’ 신품종 보급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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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경쟁력 우위 감귤 

‘신예감’, ‘탐도3호’, ‘설봉미’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고상욱, 064-730-4106, swko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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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able Citrus ‘Shinyegam,’ ‘Tamdo No.3,’ and 
‘Seolbongmi’ for Consumers & Growers

기후변화에 따라 감귤 재배지가 변동하고 있지만 주산지 이외 지역의 재배면적은 정체하고 있다. 해마다 기

온 변동의 폭을 예측할 수 없어서 쉽사리 늘어날 수 없기에 적지가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만숙종 감귤은 

당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에서 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재배되며 필요에 따라 가

온까지 하고 있다. 이에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고 저비용으로 수월하게 재배 가능한 품종

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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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육성한 ‘탐도리’는 세력이 강하며 직립형이고, 겉껍질 두께가 얇아서 과육비율이 모본 ‘청견’보다 높

고, 껍질 벗김도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 육성된 ‘하례조생’, ‘탐나는봉’, ‘신예감’이 품종 보호 출

원중이며 통상실시가 이루어져 보급이 되고 있다.

이들 품종은 도입되는 품종보다 과실형질이 우위 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강건한 

수세를 갖고, 주산지에서의 지역적응 시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수익과 직

결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 만숙성 감귤의 하우스시설·에너지이용 재배에서 무가온, 노지재배로 >

육성 품종들은 선발 당시부터 열악한 지역의 무가온 환경에서 월동 가능한 특성을 보여 선발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없이도 무난하게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다. 만숙성 감귤인 ‘신예감’과 ‘탐나는봉’은 시설이 

아예 없이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데 온난지대에서는 경제적 재배도 무난하여 온주밀감을 만숙성 감귤로 

대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는 연중 다양하고 신선한 감귤을, 재배자에게는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우리 

풍토에 적합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으로 정착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 만숙종 : 성숙이 비교적 늦게되는 품종

‘신예감’ ‘탐나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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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화훼류 국산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정향영, 031-290-6135, hyang777@korea.kr

Expanded Distribution of Domestic Bulbous Plants 
Cultivars for Self Sufficiency

구근 화훼류는 지난 10년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액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초반부터 초세가 강하고 국내환경에 잘 적응하는 다양한 품종을 육

성, 보급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구근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나리 ‘핑

크펄’ 등 80품종, 프리지아 ‘샤이니골드’ 등 구근화훼 94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농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훼류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나리 국산품종 주산지 시범재배 사업’을 통한 현장평가회, 홍보 등을 통해 우

리 품종을 널리 알린 결과 국산 품종 점유율을 23%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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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국산 나리, 프리지아, 글라디올러스, 칼라 품종 육성 >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종 육성한 결과, 오리엔탈나리를 대신할 

수 있는 OT종간잡종나리 ‘밀키웨이’, 수량이 많은 자주색 프리지아 ‘디어레이디’, 두 가지 색이 어우러진 연분

홍 글라디올러스 ‘핑크스마일’, 그리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화이트하트’ 등 총 10품종을 육성하였다. 개

발된 우수 품종들은 농가 시범 재배를 통해 보급되었고 품종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보급률이 2011년 16.7%에

서 2013년 23.4%로 향상되었다. 특히 프리지아의 ‘샤이니골드’ 품종은 점유율이 34.1%로 국내 주력품종으로 

정착되었다. 

< 국산 구근화훼류 품종 육성을 통한 농가 생산비 및 로열티 부담 절감 >

육성한 신품종은 구근 생산업체나 절화 재배농가에 전용실시, 통상실시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종구로 보급

이 된다. 소비자, 농민, 관련 연구기관,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 품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국

산 품종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국산 품종은 농가의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시키

고 보급률 확대를 통해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OT종간교잡나리 : 오리엔탈나리와 트럼펫나리를 교배하여 나온 품종

※ 무름병 : 구근과 식물체가 썩는병

 나리 
‘밀키웨이’

오리엔탈나리 대체 OT종간잡종나리

프리지아
‘디어레이디’

바이러스 저항성, 초세 강건

글라디올러스
‘핑크스마일’

복색, 목썩음병 저항성 

칼라
‘화이트하트’

무름병 저항성, 고온기 생육 우수



34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Part 01

14
로열티 버는 우리버섯 신품종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공원식, 043-871-5704, wskong@korea.kr

New Mushroom Varieties in Responding to Royalties

버섯 산업은 병재배기술의 발전과 함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버섯 대부분이 외

국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수출용 및 수입대체형 고품질 버섯의 국산품종 육성에 힘을 기울

여 양송이 ‘새한’, 팽이 ‘한솔’ 등 7건의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산품종 확대보급 사업을 통하여 느타리 

등 36품종을 480개소에 보급하여 국산품종 점유율을 46%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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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국산 버섯 품종을 육성하고 전국 보급 시스템 구축 >

국산 버섯의 수출 촉진 및 수입대체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과 더불어 농가에 보다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3년에는 양송이 ‘새한’, 느타리 ‘몽돌’, 노랑느타리 ‘동금’, 아위느타리 ‘비산2호’, 팽이 

‘한솔’, ‘백중’, 표고버섯 ‘농진고’ 7건의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산품종 확대보급 사업(’09∼’13)을 통하

여 느타리 등 36품종을 48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25개 농가에 느타리, 양송이, 팽이 등 신품종에 대한 농가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 국산 버섯 품종 육성과 맞춤형 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 경감 >

양송이 ‘새아’, ‘새정’, 팽이 ‘우리1호’ 등은 통상실시로 종균회사나 대규모 농가를 통한 실질적인 종균보급이 예

상된다.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시범사업용으로 신청한 품종의 종균을 공급하고, 병재배 농가에서 신

청하는 품종은 접종원으로 분양해 주어 국산품종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자본이 취약한 소농가들은 쉽게 품

종을 바꾸지 않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보급 사업으로 인식변화는 물론, 농가소득도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다. 이와 같은 보급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버섯관련 시범사업시 국산품종을 우선 선택하도록 정책 건의하

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하여 국산품종 보급률을 46%로 끌어 올렸으며, 로열티를 7.8억원 절감하였다.

소비자 선호형의 짙은 
청회색 품종 느타리 ‘몽돌’

버섯의 냄새가 없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종
아위느타리 ‘비산2호’

저온에 강하고 색깔이 아름다운 다발성 품종 
노랑느타리 ‘동금’

겨울철 수분관리가 쉬운 품종
양송이 ‘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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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수확하고 당도높은 키위

(참다래) ‘골든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김성철, 055-864-1509, kimsec@korea.kr

Advanced Harvesting Period and High Brix of New 
Kiwifruit Variety ‘Golden Ball’

최근 참다래의 국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맛이 좋고 비

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기능성 과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품질과 기능성을 갖춘 속이 노

란 참다래(골드키위)가 녹색인 참다래(그린키위)보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외국산 참다래가 도

입되면서 로열티 지불, 새로운 병해충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품질이 우수하면서 10월 상순

에 수확이 가능한 골드키위 ‘골든볼’을 육성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품종 보급사업을 통하여 재배면적도 약 

19%(250.6ha)를 차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외국산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부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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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상순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골드키위 ‘골든볼’ 육성 >

‘골든볼’은 숙기가 10월 상순으로 서리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과육색이 황색인 골드키위이다. 

과실무게는 53.4g, 당도는 16.6°Bx로 당도가 매우 높고 식미가 좋으며 향이 있다. 골드키위 품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0월 상순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적극적인 현장평가회 및 홍보로 재배면적 확대 >

국산 골드키위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평가회와 언론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

산 골드키위가 전혀 없던 우리나라에서 2013년까지 전체 참다래 면적의 19.3%(250.6ha)를 차지하게 되었다. 

< 고품질 국산품종의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과 참다래 산업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조생종 골드키위 보급으로 서리피해 등 기상장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외국산 품종 유입을 원천적으

로 차단함으로써 로열티 지불 의무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골드키위 품종은 기존 그린키위 대비 

198%의 소득향상과 함께 2013년에 11.2억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창출하였고 앞으로 그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다. 

용 어 설 명

※ 로열티(Royalty) :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를 소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골든볼’ vs. ‘한라골드’ ‘골든볼’ 착과전경 현장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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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용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담당자 ●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송인규, 054-531-0591, gam098@korea.kr

New Pollinizer ‘Sarangshi’ for Astringent Persimmon 
‘Unpungjunsi’

떫은감 ‘은풍준시’는 경북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품종(곶감 가격 18만원/3.75㎏)이나 적합한 수분수

가 없어 95％이상 수확할 수 없었다.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를 육성 보급함으로써 수량은 6.7

배, 소득은 5.6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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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떫은감 은풍준시 품종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품종보호출원 >

‘은풍준시’ 감의 수분수 ‘사랑시’ 인공수분에 의한 착과율 향상 효과는 자연방임인 경우 4.3%인데 비해 인공수

분을 하면 28.8%로 높아진다. 떫은감 ‘은풍준시’ 과원에 수분수 ‘사랑시’ 묘목을 5~10% 정도 혼식한다. 그러나 

4-5년 후에 수꽃이 피기 때문에 은풍준시 나무에 높이접을 4월중·하순에 하고 60㎝ 정도 자랐을 경우 1/2절

단을 하면 55.6% 수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6월 중·하순경 신초가 40㎝ 정도 자랐다면 적심과 가지비틀

기를 하면 각각 45.0%, 36.4% 수꽃을 피울 수 있다.

< 떫은감 은풍준시 수분수 ‘사랑시’ 고접 및 화아분화 촉진 방법 >

‘은풍준시’에 ‘사랑시‘ 꽃가루로 수분하였을 경우 10a당 수확량이 88㎏에서 591㎏로 6.7배 증가한다. 현재 ‘은

풍준시’ 곶감 제조 농가의 소득은 10a당 1,259,000원 정도이나 ‘사랑시‘ 품종이 보급되면  7,021,000원 정도로 

5.6배 증가될 수 있다. ‘사랑시’ 품종 보급은 2014년 증식하여, 2015년 3월에 농가 보급할 예정이다.

화아 분화율 자연방임시 착과 거의 없음 ‘사랑시‘인공교배 착과

용 어 설 명

※ 수분수 : 꽃가루받이 나무

※ 화아분화 : 식물 눈에 꽃의 원기를 형성하는 것

※ 인공수분 : 사람이 암꽃에 숫꽃의 꽃가루를 묻혀주는 것

※ 높이접 : 어떤 나무에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나무를 높은 가지에 접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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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041-580-3356, bhpark70@korea.kr

Selection of Proven Breeding Bull for Hanwoo 
Improvement

국가단위 한우씨수소 선발체계 개선연구를 통해 한우개량사업(당대검정, 후대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한우유전능력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정한 유전능력에 근거하여 한우보증씨수소 18두와 후

보씨수소 69두를 선발하였다. 선발한 보증씨수소를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배계획길라

잡이 책자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대규모 교배계획을 원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맞

춤형 한우교배계획시스템(http://plaza.nias.go.kr/mating/)”서비스를 개발하여 ‘13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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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유전능력의 한우보증씨수소 선발과 효과적 이용서비스 개발 >

한우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보증씨수소 18두와 후보씨수소 69두를 선발하였다. 선발한 보증씨수소를 농

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한우를 개량할 수 있도록 2,600여 농가에 교배계획길라잡이 책자 13호, 14호 및 

MS엑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보급하였다. 교배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맞춤형 한우교배계획시

스템” 서비스를 개발하고 ‘13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한우보증씨수소, 나의 개량목표에 따라 사용하면 효과 만점! >

한우보증씨수소는 매년 20여두씩 선발하며 농가암소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한다. 올림픽 기록이 갱신되듯, 

일반적으로 새롭게 선발되는 보증씨수소의 능력은 예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능력보다 우수하다.

농가별 개량목표에 따라 농가 암소개체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능력이 개량목표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보증씨

수소를 선택하여 교배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암소별로 다양한 보증씨수소를 교배했을 때 태어날 수

송아지의 능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우교배계획길라잡이” 

책자와 부록 엑셀프로그램, “농가맞춤형 한우교배계획시스템(http://plaza.nias.go.kr/mating/)”을 개발하여 서

비스하고 있다. 교배계획을 통해 농가가 원하는 개량목표를 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으며 근친에 따른 능력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한우보증씨수소(KPN929) 한우교배계획 길라잡이(책자, 농가맞춤형 교배계획시스템) 

※  한우유전능력평가 : 한우의 유전적 자질을 평가하는 통계적 분석 절차. 부모, 자기 자신 및 자손 등의 검정 성적을 종

합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적 능력이 가장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는 과정. 한우의 24개월령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

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형질의 유전능력을 종합하여 선발지수를 계산하고 우

수한 씨수소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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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호선, 031-299-1825, hosun83@korea.kr

Customer-oriented Information System on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고객이 농업유전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유전자원의 특성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했으며, 자원검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분양 체계 개선, 수요자 대상 정보

시스템 활용 교육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유전자원 활용률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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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평가 기준 및 DB 표준화 정비를 통한 정보 품질 향상 >

보유 유전자원의 주요 작물별 특성평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용형질 위

주로 표준화하였다. 기존 데이터를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괄 갱신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쉽게 

이용하게 되었다.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강화 >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도 분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312건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73개 식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및 개인용 

유전자원관리 프로그램(pc-GMS)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유전자원의 민간 활용을 증대시켰다.

< 국가와 민간보유 유전자원을 통합관리 >

국가와 민간보유 유전자원을 통합관리하여 유전자원 분양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국가 유전자원 정보관리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 신소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용 어 설 명

※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인트라넷과 정보 및 자원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Web)로 구성

특성평가기준 표준화 정비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유전자원 분양증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강화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분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312건의 기능을 개선하고, 73개 식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대

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및 개인용 유전자원관리 프로그램(pc-GMS)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유전자원의 민간 활용을 증대시켰다.

 ○ 정보시스템 이용 및 유용자원 분양 증가

  - 홈페이지 방문자수  : (‘12.12.) 53천건→ (‘13.6.) 68천건 → (’13.10.) 84천건

  - 분양 전년도 대비  20% 증가 : (‘12) 18,188점 → (’13) 21,821점

▢ 이렇게 활용됩니다

민간보유 자원 정보통합관리로 국가 유전자원 정보관리 투자비용 절감

 관리기관 정보관리 투자비용 292억원 절감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4억원)× 식물관리기관 73개 

유전자원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 지원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 신소재 개발 등 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

시키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성평가기준 표준화 정비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유전자원 분양증대

용어설명

 ※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인트라넷과 정보 및 자원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Web)로 구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강화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분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312건의 기능을 개선하고, 73개 식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대

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및 개인용 유전자원관리 프로그램(pc-GMS)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유전자원의 민간 활용을 증대시켰다.

 ○ 정보시스템 이용 및 유용자원 분양 증가

  - 홈페이지 방문자수  : (‘12.12.) 53천건→ (‘13.6.) 68천건 → (’13.10.) 84천건

  - 분양 전년도 대비  20% 증가 : (‘12) 18,188점 → (’13) 21,821점

▢ 이렇게 활용됩니다

민간보유 자원 정보통합관리로 국가 유전자원 정보관리 투자비용 절감

 관리기관 정보관리 투자비용 292억원 절감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4억원)× 식물관리기관 73개 

유전자원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 지원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 신소재 개발 등 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

시키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성평가기준 표준화 정비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유전자원 분양증대

용어설명

 ※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인트라넷과 정보 및 자원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Web)로 구성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031-290-8510, mylee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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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yielding Honeybee Breed 

이상기상과 밀원식물 감소로 꿀 생산이 불안정한 추세에서 양봉농가의 꿀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꿀 수

집능력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꿀벌의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육종한 것이다. 지

난 10년 동안 국내의 다양한 꿀벌 계통을 수집하고 인공수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배조합을 만든 다음 꿀 수

집 능력을 비교 평가하여 탁월한 품종을 선발하였다.

19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꿀벌 

육성



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용 어 설 명

기존 사육 꿀벌(대조)과 꿀 생산량 비교

수밀량 비교(Kg), 2013   p＜0.01

꿀벌 봉군의 꿀 수집능력 조사

꿀벌 교배를 위한 인공수정 장치

삼원교배를 위한 순계 꿀벌

삼원교배 과정꿀벌 품종 육성 및 보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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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품종 지정을 통한 농가 보급으로 국제수준의 꿀 생산성 가능 >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해 꿀벌 품종 보급 기반을 마련해 2015년에 일선 양봉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꿀벌 봉군 당 생산량이 16.8㎏에서 세계 평균인 23.3㎏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 인공수정과 격리교배를 통해 잡종강세를 활용한 우수 꿀벌 품종 >

국내의 다양한 꿀벌 계통을 수집하고 인공수정으로 계통간 교배종을 만들고, 이들의 꿀 수집능력을 비교, 분

석하여 꿀 수집능력이 탁월한 삼원교배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 꿀벌 품종은 양봉농가에서 사육하는 기존 

꿀벌에 비해 꿀 수집능력이 30% 이상 향상된 것이다.

※ 삼원교배종 : 세 종류 혈통간의 교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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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196℃)에 보존 해동 후 접목활착 모습 (‘추광’)

사과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보존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정윤, 031-299-1886, naaeskr@korea.kr

Long-term Conservation through Cryopreservation 
of Apple Germplasms

사과와 같이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가지, 싹 등 식물체 일부로 번식하는 영양체 유전자원은 노지 보존을 기

본으로 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병해충 등에 쉽게 노출돼 장기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1월 초·중순에 채집한 사과 휴면아(휴면하고 있는 눈)를 영하 5℃에서 수분함량 35%

까지 건조시킨 후 밀봉하여 다시 영하 35℃까지 서서히 냉동시켜 24시간 보관한 뒤 영하 196℃의 액체질소

에 급속 냉동시키는 보존법이다. 보존된 사과 휴면아는 필요 시 저장탱크에서 꺼내 4℃에서 해동하고 14일 

간 물을 가한 후 삽목이나 접목 등의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재생률은 ‘홍로’ 품종에서 85.4%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사과 유전자원 14점을 구축된 방법으로 보존 중이며 저장수, 저장위치, 재생률 등 관리정보를 

DB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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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초저온동결법을 이용한 사과 유전자원 14점 장기보존 >

사과 휴면아를 영하 5℃에서 수분함량 35%까지 건조시킨 후 밀봉하여 다시 영하 35℃까지 서서히 냉동시켜 

24시간 보관한 뒤 영하 196℃의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키는 ‘2단계동결법’을 구축하였으며 이 방법에 따라 

‘홍로’ 등 14점의 사과 유전자원을 장기보존하는데 성공하였다.

< 막대한 영양체 유전자원 보존비용 절감 >

사과 유전자원을 포장에서 보존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점당 86.2천원이다. 이에 비해 초저온동결보존시 

1.2천원이 소요된다. 보존 비용을 무려 72배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용 어 설 명

※  초저온동결보존 :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조직이나 세포를 액체질소(-196℃)에 동결하여 생리대사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필

요시 해동하여 재생시키는 기술

액체질소탱크 내부

사과 유전자원 초저온동결보존 관리정보 유전자원시스템에 입력

초저온동결보존 후 재생모습

(왼쪽: 액체질소 무처리, 오른쪽: 액체질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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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착용 4단계(이랑짓기~파종) 동시 작업기

남부지역 ‘논 3모작’ 시대 개막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메수수 ‘동안메’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다안옥’, 호밀 ‘씨드그린’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잡곡 품종육성·보급

간척지 사료작물 안정생산으로 풀사료 자급률 향상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수확 품종 육성·보급

고품질 다수확 참깨 ‘건백’, 땅콩 ‘케이올’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재래종 고추 ‘수비초’ 안정생산 기술

왕고들빼기 ‘선향’ 품종개발 및 보급

양질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 및 헤일리지 제조

근적외선 이용 사료원료 메탄발생량 예측

중부지역까지 재배 가능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 품종 ‘그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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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기타

대면적 적용가능 4단계동시 생력작업기

(Labor-saving machine with ability of four stage works 

adaptable to planting in large-scale field)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서종호, 031-290-6763, sseo@korea.kr

▢ 요약

   경지이용률*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증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이모작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 농촌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밭작물 작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기가 

제한된 중부지역을 포함한 논에서 밭작물 생산확대를 위해 개별적 파종작

업을 일체화하는 생력화* 재배기술 및 기계를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닐피복 및 파종 작업을 한번에 !

트랙터 부착용 4단계

(이랑짓기~파종) 동시 작업기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서종호, 031-290-6763, sseo@korea.kr

Simultaneous Working Tractor-mounted Machine 
with Four Stages

경지이용률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밭작물 이모작 확대가 필요하다. 또 농

촌 노동력이 감소하여 밭작물 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다. 논에서 밭작물 생산재배를 위하여 두둑형성, 제초

제살포, 비닐피복 및 파종 작업 전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생력 작업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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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닐피복 및 파종 작업을 한번에 ! >

밭작물의 파종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닐피복 및 파종 작업의 전 과정을 한꺼

번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 4단계 일체형 생력작업기를 개발하였다. 개별 작업기 이용에 비해 일체형 

동시작업기를 이용하였을 때 작업노력을 72%, 작업인력을 50% 절감할 수 있어 파종기간이 짧은 중부지역 

대면적의 논에서도 단기간에 감자/옥수수-콩 등 이모작 파종이 가능하다.

< 대규모 밭작물 생산 시범단지 기술 보급 >

밭작물 생력화 파종을 위한 4단계 동시 생력작업기는 2014년에 기술이전 및 대량생산을 통해 우선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에서 감자/옥수수-콩 등 밭작물 이모작의 확대

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국내 밭작물의 자급률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경지이용률 : 총 경지면적에 대한 총 경작면적의 비율

※ 생력화 : 기계작업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정도

※ 이모작 :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수확하는 토지이용법

※ 자급률 :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비율이나 정도

4단계 생력작업기 감자파종 작업 콩파종 작업 논 콩 초기생육

  밭작물의 파종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

닐피복 및 파종 작업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 

4단계 일체형 생력작업기를 개발하였다. 개별 작업기 이용에 비해 일체형 

동시작업기를 이용하였을 때 작업노력을 72%, 작업인력을 50% 절감할 수 

있어 파종기간이 짧은 중부지역 대면적의 논에서도 단기간에 감자/옥수수-

콩 등 이모작* 파종이 가능하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대규모 밭작물 생산 시범단지 기술 보급

   밭작물 생력화 파종을 위한 4단계 동시 생력작업기는 2014년에 기술이

전 및 대량생산을 통해 우선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에서 감자/옥수수-콩 등 밭작물 이모작의 확대에 

따라 농가의 소득성이 높아지고 국내 밭작물의 자급률*을 현저히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생력작업기       감자파종 작업          콩파종 작업            논 콩 초기생육

용어설명 

  * 경지이용률 : 총 경지면적에 대한 총 경작면적의 비율

  * 생력화 : 기계작업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정도

  * 이모작 :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수확하는 토지이용법

  * 자급률 :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비율이나 정도 

  밭작물의 파종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

닐피복 및 파종 작업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 

4단계 일체형 생력작업기를 개발하였다. 개별 작업기 이용에 비해 일체형 

동시작업기를 이용하였을 때 작업노력을 72%, 작업인력을 50% 절감할 수 

있어 파종기간이 짧은 중부지역 대면적의 논에서도 단기간에 감자/옥수수-

콩 등 이모작* 파종이 가능하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대규모 밭작물 생산 시범단지 기술 보급

   밭작물 생력화 파종을 위한 4단계 동시 생력작업기는 2014년에 기술이

전 및 대량생산을 통해 우선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에서 감자/옥수수-콩 등 밭작물 이모작의 확대에 

따라 농가의 소득성이 높아지고 국내 밭작물의 자급률*을 현저히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생력작업기       감자파종 작업          콩파종 작업            논 콩 초기생육

용어설명 

  * 경지이용률 : 총 경지면적에 대한 총 경작면적의 비율

  * 생력화 : 기계작업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정도

  * 이모작 :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수확하는 토지이용법

  * 자급률 :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비율이나 정도 

  밭작물의 파종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

닐피복 및 파종 작업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 

4단계 일체형 생력작업기를 개발하였다. 개별 작업기 이용에 비해 일체형 

동시작업기를 이용하였을 때 작업노력을 72%, 작업인력을 50% 절감할 수 

있어 파종기간이 짧은 중부지역 대면적의 논에서도 단기간에 감자/옥수수-

콩 등 이모작* 파종이 가능하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대규모 밭작물 생산 시범단지 기술 보급

   밭작물 생력화 파종을 위한 4단계 동시 생력작업기는 2014년에 기술이

전 및 대량생산을 통해 우선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에서 감자/옥수수-콩 등 밭작물 이모작의 확대에 

따라 농가의 소득성이 높아지고 국내 밭작물의 자급률*을 현저히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생력작업기       감자파종 작업          콩파종 작업            논 콩 초기생육

용어설명 

  * 경지이용률 : 총 경지면적에 대한 총 경작면적의 비율

  * 생력화 : 기계작업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정도

  * 이모작 :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수확하는 토지이용법

  * 자급률 :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비율이나 정도 

  밭작물의 파종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두둑형성, 제초제살포, 비

닐피복 및 파종 작업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 

4단계 일체형 생력작업기를 개발하였다. 개별 작업기 이용에 비해 일체형 

동시작업기를 이용하였을 때 작업노력을 72%, 작업인력을 50% 절감할 수 

있어 파종기간이 짧은 중부지역 대면적의 논에서도 단기간에 감자/옥수수-

콩 등 이모작* 파종이 가능하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대규모 밭작물 생산 시범단지 기술 보급

   밭작물 생력화 파종을 위한 4단계 동시 생력작업기는 2014년에 기술이

전 및 대량생산을 통해 우선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에서 감자/옥수수-콩 등 밭작물 이모작의 확대에 

따라 농가의 소득성이 높아지고 국내 밭작물의 자급률*을 현저히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생력작업기       감자파종 작업          콩파종 작업            논 콩 초기생육

용어설명 

  * 경지이용률 : 총 경지면적에 대한 총 경작면적의 비율

  * 생력화 : 기계작업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정도

  * 이모작 :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수확하는 토지이용법

  * 자급률 :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비율이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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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논 3모작’ 시대 개막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강현중, 063-840-2165, happykorean@korea.kr

Three-cropping Systems for the Southern Area

경지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일 년에 두 번 이상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작물별로 생육기간(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기간)이 짧으면서도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이러한 작물들의 품종을 조합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어짓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한 벼 품종 ‘조평’도 남부평야지에 적응하는 최초의 품종으로 5월 초에 이앙해서 8월 중순에 수

확하여 추석 전에 햅쌀을 출하한다. 이어서 8월 하순에 사료용 귀리(하이스피드)를 파종하면 10월 하순에 수

확하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바로이어 겨울철 사료작물로 생육이 빠른 호밀(곡우)을 파종하면 이듬해 4월 

하순에 수확하여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평벼 → 하파귀리(하이스피드) → 호밀(곡우)

11-32

남부지역 논 삼모작시대 열린다

(Development of three-crop system in southern area)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사료작물과 강현중, 063-840-2165, happykorean@korea.kr

▢ 요약
  경지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일 년에 두 번 

이상 농사를 지어 농경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식량과학원에서는 그동안 작물별로 생육기간(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기간)

이 짧으면서도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이러한 작물들

의 품종을 조합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어짓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게 되

었다.

  이번에 도입한 벼 품종‘조평’도 남부평야지에 적응하는 최초의 품종

으로 5월 초에 이앙해서 8월 중순에 수확하여 추석 전에 햅쌀을 출하하고, 

이어서 8월 하순에 사료용 귀리(하이스피드)를 파종하면 10월 하순에 수확

하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로이어 겨울철 사료작물로 생육이 빠른 

호밀(곡우)를 파종하면 이듬해 4월 하순에 수확하여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삼모작 작부체계 모델 및 가능 품종

  2012년 가을부터 2013년까지 익산에서 삼모작 가능 작부체계를 시험한 

결과 조생종 벼 + 하파귀리 + 호밀 조합과 하계 사료용 옥수수 + 하파귀

리 + 호밀 조합의 삼모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조평벼 → 하파귀리(하이스피드) → 호밀(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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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모작 재배순서 조합 및 가능 품종 >

2012년 가을부터 2013년까지 익산에서 삼모작 가능 재배순서를 시험한 결과 조생종 벼 + 하파귀리 + 호밀 

조합과 하계 사료용 옥수수 + 하파귀리 + 호밀 조합의 삼모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삼모작 재배순서 조합 설정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합1 동계작물 (호밀) 하계작물 (벼: 조평벼)
틈새작물

(귀리: 하이스피드)
동계작물
(호밀)

조합2 동계작물 (호밀) 하계작물 (옥수수)
틈새작물

(귀리: 하이스피드)
동계작물
(호밀)

’12년 가을에 재배한 호밀을 ’13년 4월 말에 생초수량 30.7톤/ha(건물수량 5.4톤/ha)을 조사료로 수확하였고, 이어

서 조생종인 조평벼를 5월 6일에 이앙하여 8월 중순에 정곡으로 5.05톤/ha을 수확하였다. 8월 말에 파종한 귀리

는 2개월 정도 자라면 10월 말에 이삭이 패고 생초수량으로 37.6톤/ha(건물수량 7.9톤/ha)을 수확할 수 있었다.

○ 선발조합의 수량성 (익산)

호밀 + 벼 + 하파귀리 조합 모델                                                                                                        (톤/ha)

호밀 (곡우) 벼 (조평)
(정곡수량)

하파귀리 (하이스피드) 조사료 계

생 초 건 물 생 초 건 물 생 초 건 물

30.7 5.4 5.05 37.6 7.9 68.3 13.3

※ 벼 단작: 5.25 톤/ha (5월30일 이앙)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소득성을 간이 추정해 본 결과 겉보리와 벼 이모작 소득보다 조사료 생산 지원

금을 합산하였을 때 약 35% 정도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은 남부평야지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순서로 경지이용률 제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삼모작 가능지역 및 활용 계획 >

삼모작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겨울이 짧고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남부해안지역이 가장 유리하다. 

겨울철 맥주보리 재배가 가능한 제주도와 남부 해안지역 15만ha 가운데 전남과 경남지역의 13만 ha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 면적에 삼모작 재배 시 ha 당 귀리와 호밀의 조사료 건물수량을 7톤 정도로 추정하면 조

사료자급률을 5%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삼모작 : 한 해 동안에 같은 경지에 세 가지 농작물을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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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메수수 ‘동안메’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 고지연, 055-350-1267, kjeeyeon@korea.kr

Non-waxy Sorghum ‘Donganme’ for the Use of a 
Functional and Industry Food 

서구식 식생활의 영향으로 당뇨, 혈전 등 생활습관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수는 최근 건강기능성이 높

은 곡식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거친 식감, 한정된 가공방법 등으로 소비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 생활습관병 

예방과 소비촉진을 늘리기 위하여 건강 기능성과 가공적성이 우수한 수수 ‘동안메’ 품종을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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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활성 및 혈당강하 효과 높은 수수 ‘동안메’ 개발 >

수수는 곡물 중에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은 작물로서 개발된 ‘동안메’는 기존의 수수에 비하여 항산

화 활성 및 항당뇨 활성이 1.2~2.5배, 2~4배 높은 기능성 품종이다. 또한, 수량이 높고 도복에 강하여 재배

안정성도 우수하다.

< ‘동안메’를 활용한 가공기술 개발 >

‘동안메’는 찰기가 없는 메수수이기 때문에 찰수수보다 국수, 과자 등 밥 이외의 다양한 가공식품에 적용하기 

유리하며, 가공 후에도 높은 기능성이 유지되었다. ‘동안메’를 5∼10% 첨가해 수수국수를 만든 결과, 첨가하

지 않은 국수보다 8∼10배, ‘황금찰’ 수수를 첨가한 국수보다 1.2∼1.4배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 수수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로 기능성 수수제품 시장 신규 개척  >

가공식품 산업체에서는 가공기술을 이전받아 ‘동안메’가 5~50% 첨가된 수수국수, 머핀, 쿠키 등 다양한 수

수가공제품을 개발하였다. 전남 구례에서는 구례군청과 국수가공업자 공동으로 ‘동안메’ 재배단지를 조성하

고, 항산화 활성이 8배 높은 ‘동안메’ 수수국수를 개발했다. 담양의 체험형제과점에서는 ‘동안메’ 롤케익, 머

핀, 쿠키를 개발해 현재 창원의 중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이다. 또한, 울진의 전통식품업체에서는 ‘동안메’와 국산 통팥을 이용하여 고급형 기능성 수제떡을 개발해 유

명 백화점의 ‘명인명촌’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다.

용 어 설 명

※ 항산화활성 : 체내 각종 질환과 노화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기능

동안메 재배단지 동안메 떡 동안메 국수 동안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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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어젠다번호)-32(대과제번호)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호밀 우수품종 개발 

Development of forage corn and rye cultivars for 

improving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한옥규, 031-290-6757, okhan98@korea.kr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손범영, 031-290-6758, sonby@korea.kr

▢ 요약

우리나라는 가축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물

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곡물생산

이 불안정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지속적 상승하여 축산 농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가축 사료비를 절감하고 곡

물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사료 생산 정책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생산성이 높은 동계 및 하계용 조사료 품종들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다안옥’, 호밀 ‘씨드그린’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한옥규, 031-290-6757, okhan98@korea.kr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손범영, 031-290-6758, sonby@korea.kr

Utilization of Forage Corn ‘Daanok’ and Rye ‘ 
Seedgreen’ in Improving the Grain Rates

우리나라는 가축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물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곡물생산이 불안정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축산 농가

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가축 사료비를 절감하고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

사료 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생산성이 높은 동계 및 하계용 조사료 품종들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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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실 수량이 많은 옥수수 품종 ‘다안옥’ 개발 >

‘다안옥’은 잘 쓰러지지 않으며, 채종이 쉽고, 종실수량이 많은 품종이다. 이삭수가 기존품종보다 19%나 많은 

100주당 96개나 되기 때문에 사일리지로 제조 시 사료가치가 높으며, 종실수량도 10a당 734kg 수준으로 높

아 곡물 생산에도 유리하다.

< 종자 국산화가 가능한 다수성 호밀 품종 ‘씨드그린’ 개발 >

‘씨드그린’은 식물체 수량이 많아 조사료로서의 이용성이 높으면서 채종량이 많아 종자의 국산화가 가능한 

호밀 품종이다. ‘씨드그린’의 출수기는 4월 22일로 기존품종에 비해 3일 빠르고, 건물수량은 10a당 825kg으

로 기존품종인 곡우호밀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종실수량이 10a당 402kg으로 16%가 많았다.

< 농가현장 조기보급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 >

옥수수 품종 ‘다안옥’과 호밀 품종 ‘씨드그린’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과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해 농가 

홍보와 조기 보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업체에 국유품종 보호권 처분실시로 종자생산 및 유통

의 인프라 확충과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곡물 자급률 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용 어 설 명

※ 사일리지 :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저장탱크(사일로)에 넣어 유산균 발효시킨 사료

‘다안옥’의 식물체와 이삭 ‘씨드그린’의 식물체, 이삭 및 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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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잡곡 

품종육성·보급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 정태욱, 055-350-1265, jung0tw@korea.k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New Varieties of 
Cereals  in Meeting the Consumers’ Demand

최근 잡곡은 건강기능성이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농가 대

부분이 수량성이 낮고 재해에 약한 재래종자를 재배하여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에 수량이 높고 기능성

이 풍부한 조 6품종, 기장 3품종, 수수 4품종, 팥 6품종 등 총 19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재배거점지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종자보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잡곡차, 잡곡쿠키, 수

수국수, 수수두부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했으며 문배주, 경주황남빵 등 전통식품의 원료곡으로도 소비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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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영농현장 맞춤형 잡곡 신품종 개발  >

잡곡 재배농가와 가공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한 결과 수수는 키가 작아 쓰러짐에 강한 찰수

수 ‘소담찰’, 수량성이 높은 ‘남풍찰’,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메수수 ‘동안메’, 팥은 용도별 다양한 색상의 다수성 

붉은팥 ‘아라리’, 검정팥 ‘검구슬’, 흰팥 ‘흰구슬’ 과 새로운 식품소재인 싹나물용 팥 ‘연두채’ 등을 개발했다. 조는 

쓰러짐에 강해 기계수확이 가능한 ‘삼다찰’, 전통주 원료용 메조 ‘삼다메’, 기장은 늦게 심어 이모작 재배가 가능

한 ‘이백찰’ 등 총 19품종을 개발하였다.

< 종자 조기보급체계 구축 >

잡곡 우량품종의 신속한 종자보급을 위하여 2013년 전국 11개소 41ha의 잡곡재배 거점지역을 운영하여 신품

종 및 재배기술의 확산과 종자의 자율교환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연간 15톤 가량의 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재래종자 대체를 통한 농가생산성 향상 및 산업체 원료곡 품질향상 >

경주 특산품 가공업체인 ‘경주황남빵’의 팥앙금은 2014년에 100% 신품종 팥 ‘아라리’로 대체할 계획이다. 제

주도는 조 ‘삼다찰’을 이용하여 양파, 마늘 후작으로 제주 조 재배면적의 50%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이러한 

종자의 조기보급체계를 통해 연간 17%, 5년내 전국 재배면적의 80%가 잡곡 신품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팥 ‘아라리’ 팥 ‘검구슬’ 조 ‘삼다찰’

수수 ‘소담찰’ 기장 ‘이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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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Development of Stable Production Technique of Winter 

Forage Crop in Reclaimed Tidal Land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 양창휴, 063-840-2272, ych1907@korea.kr

▢ 요약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작물의 

확대재배를 추진됨에 따라 사료작물의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다. 간척지

에서 사료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염분농도는 0.2%정도이다. 그리고 간척

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비옥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재배작물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농경지보다 파종량을 늘리고, 질소비료도 더 주

어야 한다. 그리고 간척지에서 사료맥류의 종자생산을 위한 청보리의 적

응품종은 영양과 유연, 트리티케일은 신영, 귀리는 조풍이 생육과 수량

성이 양호하였다. 또한 여름철 사료작물은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며,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수직파재배를 해야 한다. 

간척지 사료작물 안정생산으로 

풀사료 자급률 향상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 양창휴, 063-840-2272, ych1907@korea.kr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 백남현, 063-840-2167, backnh@korea.kr

Stable Production of Forage Crop in Reclaimed 
Lands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간척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알맞는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다. 간

척지에서 사료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염분농도는 0.2% 정도이다. 간척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비옥도가 현

저히 낮기 때문에 재배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반농경지보다 파종량을 늘리고, 질소비료도 더 줘야 

한다. 간척지에서 종자생산이 가능한 사료작물은 청보리 품종 ‘영양’과 ‘유호’, 트리티케일 ‘신영’, 귀리 ‘조풍’

이다. 또한 여름철 사료작물로는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며,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담수직파

재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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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에서 사료맥류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

간척지에서 청보리 재배에 알맞은 품종은 ‘영양’과 ‘유호’, 귀리는 ‘조풍’, 트리티케일은 ‘신영’이다. 적정 파종

량은 청보리가 32kg/10a, 트리티케일은 29kg/10a, 귀리는 21kg/10a정도이다. 또한 청보리 재배 시 적정 질

소시비량은 25kg/10a이다. 수확 적기는 청보리가 출수 후 39일, 트리티케일은 출수 후 50일, 귀리는 출수 후 

44일이다. 종실수량은 일반농경지 대비 청보리는 96∼97%, 트리티케일은 89%, 귀리는 97% 수준이다.

< 간척지에서 사료용 벼 재배양식별 생육특성 >

서남부지역의 간척지(토양 염분농도 0.3% 내외)에서 사료용 벼를 이앙재배(5월 30 일) 했을 때 출수기는 녹

양벼 8월 17일, 목양벼 8월 19일, 수원 552호 8월 26일, 수원 544호 8월 29일, 목우벼 9월 7일이다. 10a당 총

체수량은 목우벼 1,711kg, 수원 544호 1,591kg, 수원 552호 1,557kg, 목양벼 1,528kg, 녹양벼 1,422kg이다. 담

수직파재배(5월 21일) 했을 때 출수기는 녹양벼 8월 26일, 목양벼 8월 27일, 수원 552호 9월 1일, 수원 544호 

9월 5일, 목우벼 9월 15일이다. 10a당 총체수량은 목우벼 1,681kg, 수원 552호 1,582kg, 수원 544호 1,430kg, 

목양벼 1,420kg, 녹양벼 1,309kg이다. 담수직파재배의 총체수량은 이앙재배의 95% 수준이다.

< 풀사료 생산단지 확대로 자급률 향상 >

간척지에 풀사료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주요 사료작물의 안정생산을 통한 국내 풀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 수입종자 대체 >

사료맥류의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으나 트리티케일, 귀리 등은 수확기가 늦어 벼 이앙작업과 경합되므로 

종자 자급률이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염분농도가 낮은 간척지를 중심으로 

사료맥류의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하면 수입종자를 대체할 수 있다.

※ 담수직파 재배 : 논에 물을 가둔 다음 써레질을 하여 논을 고른 후 싹이 튼 볍씨종자를 논 표면에 뿌리는 재배법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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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자급율 향상을 위한 다수성 품종개발 및 보급

(Development & Extension of High yield soybean cultivar)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김현태, 053-663-1107, sojatae@korea.kr

▢ 요약

  콩은 재배면적 및 생산액이 쌀 다음의 주요 식량작물로 식량안보 차원

에서 자급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나, 생산량의 절대부족으로 해마다 필요한 

양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농지면적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병과 재해에 강한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고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이 절실하다. 국내 육성품종 중 최고수량으로 10a당 340kg을 생산

할 수 있는 장류 및 두부 가공용 콩 ‘선풍’을 비롯하여 9월에 수확이 가능

한 ‘장올’과 콩의 겉과 속이 푸른 청서리태 ‘청미인’ 등 5품종을 개발하였

으며, 최근 개발한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현장실

증시험을 실시하여 농가반응을 조사하고 보급 확대를 기하였다.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수확 

품종 육성·보급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김현태, 053-663-1107, sojatae@korea.kr

Breeding & Distribution of High Yielding  Soybean 
Cultivars

콩은 재배면적과 생산액이 쌀 다음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나, 생산량이 절대부

족하여 해마다 필요한 양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농지면적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

과 재해에 강한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여 신속한 농가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육성품종 중 최고수량으로 

10a당 340kg을 생산할 수 있는 장류 및 두부 가공용 콩 ‘선풍’, 9월에 수확이 가능한 ‘장올’과 콩의 겉과 속

이 푸른 청서리태 ‘청미인’ 등 5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신품종에 대한 현장실증시험을 통

해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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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부체계 : 일정한 농지에 작물 종류와 이들을 심을 순서의 조합

※ 불마름병 : 콩잎에 나타나는 병, 심하면 조기에 낙엽되어 양분생산을 못함

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콩 전통식품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수성 품종 개발 >

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과 재해에 강하고 국내 품종중 가장 수량성이 높은 ‘선풍’콩을 개발하였다. ‘선풍’

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존의 대원콩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수량이 높다. ‘선

풍’의 특성은 콩알이 굵으면서 잘 튀지 않고 쓰러짐에 강하며 꼬투리 맺히는 위치가 높아 기계수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단단한 두부를 만들 수 있으며 메주와 청국장 발효가 잘 된다. 또한 두부 및 장류 가공적성이 좋

은 ‘새금’, 다양한 작부체계를 위해 성숙이 10일정도 빠른 ‘태선’과 9월에 수확되는 ‘장올’, 지역특산화를 위한 

대립 청서리태 ‘청미인’ 등을 개발하였다.

< 다수확 콩 품종 보급 선도단지 조성 >

최근 개발된 다수확 품종을 대상으로 주산지 실증재배를 통해 농업인이 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케 하고 

선도단지를 조성하여 보급확대를 유도하였다. 기계수확에 적합한 ‘우람’과 ‘해품’을 각각 전국의 5개소에서 

재배하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람은 96%, 해품은 100%의 농업인이 우수성을 인정하여 이듬해에도 

재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우량품종 보급으로 생산성 및 자급률 제고 >

‘선풍’콩의 재배를 통해 농가생산성이 평균 20% 증가하고 콩 생산량은 연간 3만톤 증가하여 1,500억원의 농

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식용콩 자급률은 약 6%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용 어 설 명

장류 내병성 태선 청서리태 청미인 우람콩 수확연시 수량성적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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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다수성 참깨 ‘건백’, 땅콩 ‘케이올’개발 

(New high yield sesame cultivar‘Goenbaek’and high 
oleate peanut cultivar‘K-Ol’)

               담당자 : (참깨)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김성업, 055-350-1227, sesameup@korea.kr

                        (땅콩)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배석복, 055-350-1215, paesb@korea.kr 

▢ 요  약

  참깨의 재배안정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목표로 한 결과 다수성 흰 참깨‘건

백’을 개발하였다. 종피가 깨끗한‘건백’은 가지가 없고 꼬투리 3개씩 달리는 

초형으로 수량성은 10a당 119kg으로 양백깨 대비 15% 증수한 품종이다. 

  땅콩의 건강기능성을 높여 국산땅콩의 차별화와 신수요 창조를 위해 개발한 

‘케이올’은 50%인 기름성분 중 올레산을 올리브유 이상 개량함으로 올레산 

비율이 82.9%이고, 기름의 산화안정성이 기존품종보다 10배나 높아 식품․건강 

등 새 수요가 기대된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함유율과 기능성 성분이 높고 수량성이 뛰어난 흰깨‘건백’ 개발

  흰깨‘건백’은 지역적응시험 결과 수량성이 119kg/10a으로 대비품종 보다 

15% 증수한 품종으로 꼬투리가 많이 달리고, 피해가 큰 역병과 쓰러짐에 강하

다. 기름 함량(50.2%)이 높고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Lignan)은 6.52mg/g과 세사

민(Sesamin)은 4.0mg/g이나 함유하여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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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름 함량(50.2%)이 높고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Lignan)은 6.52mg/g과 세사

민(Sesamin)은 4.0mg/g이나 함유하여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고품질 다수확 참깨 ‘건백’, 

땅콩 ‘케이올’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김성업, 055-350-1227, sesameu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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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Yielding Sesame Cultivar ‘Goenbaek’ and 
Peanut Cultivars  ‘K-Ol’

참깨와 땅콩은 유지작물로 기능성이 규명되어 최근에 각광받는 작물이다. 참깨는 재배안정성 향상과 품질고

급화를 목표로 다수성 흰 참깨 ‘건백’을 개발하였다. 종피가 깨끗한 ‘건백’은 가지가 없고 꼬투리가 3개씩 달

리는 초형으로 수량성은 10a당 119kg으로 양백깨에 비해 15% 증수한 품종이다. 

땅콩의 건강기능성을 높여 국산땅콩의 차별화와 신수요 창출을 위해 개발한 ‘케이올’은 기름성분 중 올레

산 비율이 82.9%이고, 기름의 산화안정성이 기존품종보다 10배나 높아 식품·건강 등 새 수요가 기대된다. 

참깨 ‘건백’ 땅콩 ‘케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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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함유율과 기능성 성분이 높고 수량성이 뛰어난 흰깨 ‘건백’ 개발 >

흰깨 ‘건백’은 수량성이 119kg/10a으로 대비품종 보다 15% 증수한 품종으로 꼬투리가 많이 달리고, 피해가 

큰 역병과 쓰러짐에 강하다. 기름 함량(50.2%)이 높고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Lignan)은 6.52mg/g과 세사민

(Sesamin)은 4.0mg/g이나 함유하여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 올레산이 많아 건강기능성과 산화안정성이 높은 땅콩 ‘케이올’ 개발 >

‘케이올’은 올레산 비율이 82.9%로 ‘대광’보다 23%, 올리브유(79%)보다 4% 높고, 기름의 산화안정성을 나타

내는 산가(P-A값)는 180℃에서 3시간 가열했을 때 대비품종 보다 10.1배나 더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심혈관질환 개선, 식품 보존기간 연장, 올리브유 대체 등 새 수요개발이 예상돤다.

< 농가 소득향상과 고급제품화를 앞당기는 다수확 참깨 ‘건백’ >

재해와 재배안정성이 높은 ‘건백’은 다수확(119kg/10a) 품종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기능성 성분인 리그난과 세사민의 고함유로 국산참깨로 제품을 생산하는 착유·한과 산업체에 품질

고급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가공분야 활용성 높은 땅콩 ‘케이올’ >

‘케이올’ 땅콩의 건강기능성과 산패안정성은 심근경색 감소, 볶음 맛 장기유지, 아몬드(올레산 70%)와 경쟁

력, 트랜스지방에서 해방 등 효과로 식품·가공 분야 활용이 기대되며 고급 땅콩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

성할 것이다.

참깨 ‘건백’의 현장평가 

땅콩기름의 가공 특성

유지작물 신품종 현장평가회

 건강기능성과 산화안정성이 높은 고 올레산 ‘케이올’땅콩 개발

‘케이올’은 올레산 비율이 82.9%로 ‘대광’보다 23%, 올리브유(79%)보다 

4%더 높고, 기름의 산화안정성을 나타내는 산가(P-A값)는 180℃에서 3시간 가

열했을 때 대비품종 보다 10.1배나 더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심혈관

질환 개선, 식품 보존기간 연장, 올리브유 대체 등 새 수요개발이 예상돤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가 소득향상과 고급제품화를 앞당기는 다수확 참깨 ‘건백’

 다수확(119kg/10a) 품종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 자급율에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기능성 성분인 리그난과 세사민의 고함유로 품질고급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올’땅콩으로 건강 찾고 올리브유 수입대체 

‘케이올’땅콩의 건강기능성과 산패안정성은 볶음 맛 장기유지, 아몬드(올레

산 70%)와 경쟁력, 트랜스지방에서 해방 등 효과로 식품․가공 분야 활용이 기대

되며 고급 땅콩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며 매년 수입액이 600~1,000

억원에 이르는 올리브유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흰 참깨 ‘건백’의 특성 

품종명 성숙기
(월.일)

주당삭
수(개)

역병 
(0-9)

도복
(0-9)

지방
(%)

리그난
(mg/g)

세사민
(mg/g)

수량성
(kg/10a)

지수

건백깨 8.24 90 1 1 50.2 6.52 3.96 119 115

양백깨 8.23 77 2 2 48.1 6.46 3.14 103 100

◯ ‘케이올’땅콩과 올리브유 지방산 비율 비교

품  종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산 O/L비율
케이올땅콩 6.7 2.7 82.9 2.8 29.6
올리브유 10.8 3.1 78.8 6.4 12.3
대광땅콩 8.2 3.2 59.9 24.0 2.5

◯‘케이올’의 볶음땅콩(좌, 60℃보존)과 가열기름(180℃)의 산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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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문경환, 064-741-2570, milestone@korea.kr

Digital Agro-climatic Maps Based on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지구온난화로 미래에는 현재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

하려면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전망으로 예측되

는 미래의 기후를 전국 농장별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전자기후도로 제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전 국민에

게 자료를 공개하였다.

미래 상세전자기후도 확대 (30m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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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별 미래의 기후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공개 >

현재부터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미래의 기후(월평균기온, 월최고기온, 월최저기온, 월강수량)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전자기후도 1,728 도면을 제작하였다. 이 자료는 농장별로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웹

사이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농업인은 미래의 월 기상 예측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정책결정자

들은 지역의 미래 기후를 자세히 파악하여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원본자료를 요청

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13년 11월 개통한 이후 ’14년 2월까지 4,544회의 방문과 83건의 자

료가 제공되는 등 점차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은 농장별 맞춤형으로 >

전자기후도를 이용하여 농장별로 예측정보를 제공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의 10% 정도를 경감하더라

도 연간 약 740억원의 예방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병해충 피해 정보 제공, 최적 작물정보 제공 등으로 농장별 

맞춤형 최적영농관리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  빅데이터 : 현대 인터넷 발달 등으로 생성된 거대한 용량의 대규모 데이터를 말함. 미래 예측에 활용되는 등 앞으로 국

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음

자료제공 웹사이트 고랭지 배추 재배적지필지별 미래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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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종 고추 ‘수비초’ 안정생산 

기술

담당자 ● 경북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 장길수, 054-683-1691, jks5025@korea.kr

Stable Production Techniques for Korean Traditional 
Pepper Variety  “Subicho”

경북 영양군 재래종인 수비초(품종명: 영고4호) 고추는 단맛과 매운맛이 알맞게 조화되어 소비자의 선호도

가 높다. 그러나 재래종 고추는 재배기술 부족과 병해충 피해로 수량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수비초의 재배 적정지대 설정, 막덮기 부직포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 기

술을 보급함으로서 수확량 증가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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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초(품종명:영고4호) 고추의 재배지역과 재배방법  >

수비초 고추는 해발 35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하였을 때 고유특성이 잘 나타났다. 해발 500m에서 막덮

기부직포 재배를 할 때 해발 250m 보다 수량이 22% 높았으며, 해발 250m에서는 막덮기부직포+그물망(화훼

용) 유인 시 관행 끈유인 재배에 비해 26.7% 증수하였다. 고추의 바이러스병 감염률은 노지보다 P.E터널재배

나 막덮기부직포 터널재배에서 낮거나 발병이 없었으며,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류는 6월 상순부터 방제

하는 것이 바이러스 발병을 줄일 수 있었다. 

< 수비초의 막덮기부직포 및 그물망 이용 방법 >

수비초를 막덮기부직포 조기재배 시 고추 육묘기간은 90일 이상, 묘의 크기는 25cm 이하로 키워야 정식 후 

쓰러짐을 방지한다. 지역별 정식일 보다 7∼10일 조기 정식하여야 수확량을 증수 할 수 있다. 막덮기부직포 제

거는 6월 중순경부터 고추가 부직포 상단에 닿은 후 그물망을 씌워 쓰러지지 않을 정도이면 막덮기부직포를 

제거한다. 이 후 그물망을 수평으로 유인한다. 고추묘가 자라면 유인망을 지주대 상부로 당겨 올려서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막덮기를 제거 한 후 탄저병과 진딧물을 전용약제로 7일 간격 2∼3회 방제한다.

막덮기부직포 조기재배 그물망 유인시 증수막덮기 재배시 수확량

용 어 설 명

※  수비초 : 경북 영양군의 고추재배 농가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온 토종고추로 매운 맛과 단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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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 ‘선향’ 품종개발 및 

보급

담당자 ●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노희선, 033-339-8802, nhs1002@korea.kr

Breeding and Distribution of Lactuca Indica L. 
‘Seonhyang’

왕고들빼기는 전국에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로 쌈,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다. 또한 칼륨

(600mg/100g)이 많고 항산화, 항당뇨 작용이 뛰어나 건강식품으로도 환영받고 있다. 이에 왕고들빼기 야생

종을 개량하여 수량이 많고 맛이 좋은 ‘선향(仙鄕)’ 품종을 육성하였다. ‘선향’ 품종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

급하고자 대량 육묘 및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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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고들빼기 ‘선향’ 대량육묘와 다수확 재배기술 >

종자를 발아시키기 위해서 파종하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 4℃온도에 20일간 보관이 필요하다. 그리

고 105공 플러그트레이에 3립씩 파종하면 약 91% 정도 발아가 되며 20℃에서 약 45일 육묘하면 식재 가능한 

묘를 생산할 수 있다. 묘의 정식은 1m 넓이의 평평한 두둑에 폭 20cm, 앞 뒤 15cm 간격으로 심으면 수량이 

많고 흰가루병 발생이 적다.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출하 적정 수확방법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적정 출하규격은 길이 25cm, 굵기 0.8cm이었고, 첫 번째 수확은 정식 후 60cm 정도 

자랐을 때가 적합하였으며 다시 30일 후에 두 번째 수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수확은 생산량이 현

저히 감소하므로 두 번 수확 후 다시 정식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 지역특산 신작목으로 차별화된 브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왕고들빼기 ‘선향’의 우량종묘 생산 및 재배기술를 체계화하여 노지에서 일 년에 두 번(5월 상순,  7월 하순 

정식) 재배 할 수 있는 작형을 개발하였다.  이 경우 10a 당 총 1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조소득 약 2천만 

원(출하단가 3,000원/kg, 상품화율 90%)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안정적인 지역특산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종묘보급(10ha, 3단지)과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플러그트레이 크기별 묘소질 수확규격별 소비자 선호도조사 정식거리별 생육

용 어 설 명

※ 항산화 :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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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 및 헤일리지 제조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박형수, 041-580-6753, anpark69@korea.kr

Developing High Quality Hay and Haylage from 
Italian Ryegrass 

건초는 조사료의 가장 기본적이며 경제적인 저장형태로 초식가축의 사양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확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안정적인 건초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조사료(’12, 1,120천톤) 중 90%가 건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저장 

조사료의 품목 확대를 통한 이용확대와 산업화를 위해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건초 및 헤일리지(저수분 사

일리지)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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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 건초생산을 위한 건조 단축기술 개발 >

양질 건초조제의 핵심기술은 영양분 손실의 최소화와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물체의 수분함량

을 15~20% 이하로 신속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에서 수확 직후 건조속도를 높이기 위해 컨디셔닝

(conditioning)처리와 하루에 1회 이상 뒤짚어주면 건조기간을 1~2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 헤일리지(저수분 사일리지) 조제 및 품질향상기술 개발 >

건초 조제기간에 불순한 기후로 부득이하게 건초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건조 중에 있는 식물체(수분함량 

50~30%)를 사일리지로 조제하면 수분함량이 낮은 저수분 사일리지의 조제가 가능하며 조제 시에 미생물 

첨가제를 살포하면 발효품질과 사료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국내산 저장 조사료의 품목 다양화 >

우리나라 조사료의 저장 및 이용형태는 대부분 사일리지 중심으로 수분함량 과다 등으로 완전혼합사료

(TMR) 업계에서는 사일리지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초 및 헤일리지 생산의 확대를 통

해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확대와 산업화가 가능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건초를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용 어 설 명

※ 컨디셔닝 : 줄기나 잎을 압쇄하거나 상처를 주어 건조 속도를 높이는 물리적인 방법

※ 헤일리지(Haylage) : 저수분 사일리지, 건초(Hay)와 사일리지(Silage)의 중간형태

컨디셔너(로울러형)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컨디셔닝 처리별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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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 이용 사료원료 메탄

발생량 예측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이유경, 031-290-1794, yoo3930@korea.kr

Predicting the Methane Index for Reducing Methane 
Emission Using Near Infrared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자 가축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메탄가스가 적

게 나오는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료원료별로 메탄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지금까지는 가축이 사료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수시설·장비 등이 필

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이 때문에 메탄 배출량을 예측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분석에는 신속하면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근적외선분광시스템(NIR)

을 활용하여 사료원료별 메탄 발생량 예측이 가능한 지수를 설정, 저메탄사료생산의 기초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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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적외선시스템을 활용한 메탄 발생량 예측기술 개발 >

가축에서 사료원료에 따른 메탄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축에 사료 급여 후 호흡챔버라는 특수한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메탄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근적외선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료 원료별 정확하고(실측치와는 상관계수 : 0.79) 객관적인 메탄 발생량을 빠르게 예측

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사료생산이 가능해졌다.

< 사료공장에서 사료 배합 시 메탄 발생량 예측 및 저감 >

본 기술에서 얻어진 사료 원료의 메탄지수가 사료 배합 시 고려되면,  반추가축이 섭취한 사료의 소화율을 

유지하면서도 메탄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사료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기술을 산업계에 보급하고자 CJ 제일제당에 기술이전 하였다.

용 어 설 명

※  근적외선시스템(NIR, Near Infrared) : 근적외광을 유기화합물에 쬐어 얻어지는 흡광 스펙트럼에서 그 물질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현재 사료회사에서 영양성분의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사료원료의 메탄 발생량 예측 지수

근적외선분광분석법에 의한 실측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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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까지 재배 가능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 품종 ‘그린팜’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지희정, 041-580-6749, cornhc@korea.kr

Italian Ryegrass ‘Green Farm’ for Farming in the 
Middle Region

수입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는 추위에 약하고 수확시기가 늦어서  수확 후 모내기까지 준비기간 부족

으로 농가가 재배를 기피하여 주로 남부지방에서만 재배하였다. 최근 추위에 강하고 벼 이앙 전 5월 초에 수

확 가능한 품종 개발로 남부지방 중심에서 중부 및 중북부지방으로 재배 확대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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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에서 벼 이앙 전 5월 초 수확 가능한 IRG 신품종 개발 >

기존 조생종 보다 출수가 10여일 빠른 ‘그린팜’ 개발 및 보급으로 모내기 이전에 IRG 수확 후 충분한 준비기

간 확보로 농가 간 마찰요인을 해소하게 되어 답리작 재배가 원활해졌다.  

< 국내 최초로 해외 품종등록 및 해외 품종출원으로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출 >

수확기가 빠르고 추위에 강한 ‘그린팜’이 국제보증종자인증협회(AOSCA)에 등록되었고 미국 특허 상표청에 

품종출원을 실시하여 세계 종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국산품종 보급확대로 종자 자급률 제고 및 중부지역 답리작 재배확대 >

국내 개발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8개 업체에 234톤을 유상 기술이전 실시로 2013년부터 종자공급에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IRG 수확이 5월초에 가능함에 따라 중부지방까지 확대 가능하여 국산종자 자

급률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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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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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리작 : 일정한 논에 벼를 재배한 다음 이어서 다른 겨울 작물을 재배하여 논의 토지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논 2모작 

작부양식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린팜’ 국외 품종출원
[미국, 특허상표청]

국제보증종자등록(AO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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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
선물용 한과 포장 디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시뮬레이터
누룩곰팡이를 활용한 막걸리·약주 제조 표준화
현장 이용형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
식중독균 현장에서 바로 검사
식품성분표의 다양한 활용
옥수수 수염에서 항치매, 항비만, 면역증강 물질 분리
배추 저장기간 연장 기술
땅속 저수열 이용 온실 냉난방 시스템
노동력 덜 드는 인삼 해가림 시설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 기술
저비용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국산 장미 가공상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고랭지 생산 여름 아스파라거스 수익모델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 생산 및 규격품 생산 기술
수정란이식 기술로 젖소 우수축군 조성
토종 ‘우리맛오리’
식중독균 나노바이오 진단기술
버리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육질이 우수한 국산 흑돼지 ‘난축맛돈’
국내산 승용마 육성·보급
집에서 만드는 어린이용 육제품
가축분뇨 액비 침전슬러지 제거 기술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80

Part 03

35
양돈용 완전혼합사료(TMR) 

제조 및 자동 급이 시스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혁주, 031-290-1867, agrihj@korea.kr

Forage TMR Making and Feeding System for Pigs

돼지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고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돼

지가 먹기 알맞게 잘게 자른 국내산 풀사료를 함유하는 발효 완전혼합사료(TMR) 제조·급이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

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관리가 중요한 어미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양돈의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사료비 저감, 곡물수입 대체 

 단독 또는 공동이용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한 TMR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 

풀사료를 이용하면, 모돈의 자돈 1두 증산, 경제수명 증가로 연간 1,380억 원

의 효과와 분뇨악취 저감(페놀류 15 %, 인돌류 22 %, 암모니아 6 % 감소), 

연간 두당 2,000∼4,000원의 사료비 절감, 연간 약 5만 톤(약 170억 원)의 수

입 대체, ICT 이용 양돈 사육기술 확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양돈TMR 배합모델 및 배합비, 풀사료 세절연화시스템, TMR 자동급

이 시스템)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용어설명

  TMR(Total Mixed Ration) :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영양

비를 갖추도록 혼합한 완전혼합사료

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

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관리가 중요한 어미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양돈의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사료비 저감, 곡물수입 대체 

 단독 또는 공동이용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한 TMR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 

풀사료를 이용하면, 모돈의 자돈 1두 증산, 경제수명 증가로 연간 1,380억 원

의 효과와 분뇨악취 저감(페놀류 15 %, 인돌류 22 %, 암모니아 6 % 감소), 

연간 두당 2,000∼4,000원의 사료비 절감, 연간 약 5만 톤(약 170억 원)의 수

입 대체, ICT 이용 양돈 사육기술 확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양돈TMR 배합모델 및 배합비, 풀사료 세절연화시스템, TMR 자동급

이 시스템)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용어설명

  TMR(Total Mixed Ration) :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영양

비를 갖추도록 혼합한 완전혼합사료

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

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관리가 중요한 어미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양돈의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사료비 저감, 곡물수입 대체 

 단독 또는 공동이용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한 TMR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 

풀사료를 이용하면, 모돈의 자돈 1두 증산, 경제수명 증가로 연간 1,380억 원

의 효과와 분뇨악취 저감(페놀류 15 %, 인돌류 22 %, 암모니아 6 % 감소), 

연간 두당 2,000∼4,000원의 사료비 절감, 연간 약 5만 톤(약 170억 원)의 수

입 대체, ICT 이용 양돈 사육기술 확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양돈TMR 배합모델 및 배합비, 풀사료 세절연화시스템, TMR 자동급

이 시스템)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용어설명

  TMR(Total Mixed Ration) :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영양

비를 갖추도록 혼합한 완전혼합사료

발효 TMR 공급

모노레일식 자동 급이기

베일무게 : 400kg, 함수율 35~45%(w.b.)
각종 부산물 사료도 공급가능

모돈 개체별 적정량 급이가능
개체별 급이이력 전산관리 가능

(모돈용)

그룹별 급이이력 전산관리 가능

(육성비육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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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돼지에게 급이가 가능한 양돈용 TMR사료 제조 및 급이시스템 개발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양돈TMR 제조·급이 시스템 최적 모델을 구축해 세계최초로 양돈에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가공이 매우 어려운 풀사료를 해체-절단-세절-

연화하여 돼지가 먹기 좋게 가공하고, 혼합된 원료를 압축밀봉 후 자연발효 시키거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

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관리가 중요한 어미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양돈의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사료비 절감, 곡물수입 대체 >

단독 또는 공동이용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한 TMR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 풀사료를 이용하면, 모돈의 자돈 1

두 증산, 경제수명 증가로 연간 1,380억 원의 효과와 분뇨악취 저감(페놀류 15 %, 인돌류 22 %, 암모니아 6 % 

감소), 연간 두당 2,000∼4,000원의 사료비 절감, 연간 약 5만 톤(약 170억 원)의 수입 대체, ICT 이용 양돈 사

육기술 확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양돈TMR 배합모델 및 배합비, 풀사료 세절연화시

스템, TMR 자동급이 시스템)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용 어 설 명

※ TMR(Total Mixed Ration) :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영양비를 갖추도록 혼합한 완전혼합사료

※ 급이 : 가축에게 사료를 주는 것

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

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관리가 중요한 어미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양돈의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사료비 저감, 곡물수입 대체 

 단독 또는 공동이용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한 TMR을 생산할 수 있다. 국산 

풀사료를 이용하면, 모돈의 자돈 1두 증산, 경제수명 증가로 연간 1,380억 원

의 효과와 분뇨악취 저감(페놀류 15 %, 인돌류 22 %, 암모니아 6 % 감소), 

연간 두당 2,000∼4,000원의 사료비 절감, 연간 약 5만 톤(약 170억 원)의 수

입 대체, ICT 이용 양돈 사육기술 확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양돈TMR 배합모델 및 배합비, 풀사료 세절연화시스템, TMR 자동급

이 시스템)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용어설명

  TMR(Total Mixed Ration) :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영양

비를 갖추도록 혼합한 완전혼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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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용 친환경 풀 발효 TMR 사료제조 및 급여장치 개발

Development of a forage TMR making and feeding system for pig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혁주, 031-290-1867, agrihj@korea.kr

▢ 요약

  돼지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고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돼지가 먹기 알맞게 잘

게 자른 국내산 풀사료를 함유하는 발효TMR 제조·급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에게 급이가 가능한 양돈용 TMR사료 제조 및 급이시스템 개발

사료비 저감을 위한 양돈TMR 제조급이 시스템 최적 모델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양돈에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었다. 이를 위하여 가공이 매우 어려운 풀사료를 해체-절단-세절-연화하여 

돼지가 먹기 좋게 가공하고, 혼합된 원료를 압축밀봉 후 자연발효 시키거

 4-11

돼지용 친환경 풀 발효 TMR 사료제조 및 급여장치 개발

Development of a forage TMR making and feeding system for pig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혁주, 031-290-1867, agrihj@korea.kr

▢ 요약

  돼지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고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돼지가 먹기 알맞게 잘

게 자른 국내산 풀사료를 함유하는 발효TMR 제조·급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에게 급이가 가능한 양돈용 TMR사료 제조 및 급이시스템 개발

사료비 저감을 위한 양돈TMR 제조급이 시스템 최적 모델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양돈에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었다. 이를 위하여 가공이 매우 어려운 풀사료를 해체-절단-세절-연화하여 

돼지가 먹기 좋게 가공하고, 혼합된 원료를 압축밀봉 후 자연발효 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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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승용관리기 적용연구

Study on environment friendly hybrid power system 

application to cultivator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상철, 031-290-1851, sckim7777@korea.kr

▢ 요약
  농기계에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동력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

용을 줄이고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 농업생산환경을 만들어 농업과 농기계 산업의 경

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상철, 031-290-1851, sckim7777@korea.kr

Promoting an Environment-friendly Hybrid Power 
System for Cultivators

농산물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여 청정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농기계 운행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동력 기술을 적용하였다. 농

작업 부하에 알맞게 선택적으로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비용과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므로 청정한 농업생산 환경뿐 아니라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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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소비와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동력 농기계 개발 >

농업용 승용관리기에 하이브리드 동력 기술을 적용해 연료소비율은 동일 부하에서 엔진 단독 운전 시보다 

약 36%가, 유해 배기가스는 엔진 모드 운전에 비해 동일 출력에서 CO는 36~41%, NOx는 27~51% 감소되었

다. PTO 최대 출력은 약 38%까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 내 농작업에 특히 유용 >

농작업 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이 적어 시설재배 농민의 건강과 작업 쾌적성 향상에 좋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에 대응해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2014년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

해 실용화 할 계획이다.

용 어 설 명

※ 하이브리드 동력: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기계나 장치를 구동하는 것

※ PTO(Power Take-off(shaft, 동력취출축) : 트랙터 등 원동기로부터 회전력을 뽑아내는 축

하이브리드 동력 모듈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

연료소비율 유해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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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한과 포장 디자인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이진영, 031-299-0482, cherry78@korea.kr

KOREAN SWEETS(Han-Gwa) Gift Package Design

한과는 대부분 명절 선물용, 제수용으로 이용되어 특정 기간에만 소비되고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소

비자 역시 한과를 명절 음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한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율도 매우 낮다. 한과도 제과제

빵과 같이 일상의 선물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선물용 한과 패키지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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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규격화 소포장으로 다양한 크기의 패키지 디자인 고안 >

기존 한과의 대용량 포장을 소포장으로 개선하고, 낱개포장을 규격화하여 다양하게 제품을 구성할 수 있다. 

한과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된 포장 디자인으로 한과 소비 TPO에 따른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도

록 대(大), 중(中), 소(小) 사이즈로 제안하였다. 고가의 명절용 선물이 아닌 부담 없이 일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용 한과 포장 디자인이다.

< 소비자 맞춤형 한과 선물 패키지로 상품화 >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한과를 하나의 선물 패키지에 담을 수 있고, 구성에 따라 가격과 규격이 다

양하게 설정된다. 디자인을 응용하여 「평소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 선물용」, 「돌·결혼식 답례용」, 「지

역 관광 기념품용」 등의 상품화가 가능하다. 

< 한과의 대중화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 >

한과는 명절음식, 제수음식으로 인식되어 특정 기간에만 소비되고 그 외에는 소비가 침체되었는데, 한과의 패

키지 다양화 등 새로운 상품화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일상의 디저트나 간식 등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용 어 설 명

※  TPO : Time(시간), Place(장소), Occasion(경우 또는 상황)의 약자로 소비자의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맞추는 마케팅 전

략 용어임

한과 포장 외부 한과 포장 내부 디자인 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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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시뮬레이터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031-290-1932, kimkyu12@korea.kr

Driver Education Simulator in Driving and Operating 
Agricultural Machinery Using ICT

농기계의 보급 확대로 농사일이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고발생 위험도 커졌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여성화와 더불어 귀농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기계 이용자가 다변화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실제 농기계 운전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에서 운전자가 도로주행, 농작업, 위험상황에서 운전 등

을 체험할 수 있는 사고예방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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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도로주행 및 농작업 연습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식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제 농기계로 도로주행이나 경사 체험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실제와 유사하도록 트랙터의 운전석 캡을 개조하여 핸들, 페달, 레버 등 모의 운

전조작 장치를 구현하였으며, 모션 플랫폼을 통해 경사 등 가상트랙터의 움직임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 메뉴는 코스모드와 주행모드가 있는데 코스모드에서는 굴절, S 등 코스 연습을 할 수 있으

며, 주행모드에서는 3D 영상기술을 이용한 가상 농촌마을에서 도로 주행시 교통신호 및 법규 준수, 운전장치 

조작 등 안전운전과 트레일러 연결 운반 작업, 로터베이터 부착 경운작업 등의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다.

< 농기계 교육기관 보급 및 위험상황에서 운전자 반응 연구 활용 >

농기계 시뮬레이터의 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고, 2개소 정도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범적

으로 교육에 활용한 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교육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트랙터

를 이용해 습득할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 위험요인 등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경사로 주행 등과 같이 

실제 트랙터로는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연습이 가능해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위험상황에서 운전자의 반응 등을 사고 예방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여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용 어 설 명

※  시뮬레이터 :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 그것과 동작이 같게 설계된 기계적·전기적 장치로서 항

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조종훈련을 비롯해 원자로운전훈련, 재난대비훈련, 무기제어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코스연습 모드 주행 중 신호 대기 상황 가상농촌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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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곰팡이를 활용한 

막걸리·약주 제조 표준화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여수환, 031-299-0582, yeobio@korea.kr

Standardization of Makgeoli and Yakju production 
Using Aspergillus sp.

전국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누룩 87점을 수집하여 발효특성이 우수한 누룩곰팡이 480주를 선발하고 곰

팡이 독소를 만들지 않는 12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양조미생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류누룩(속성누

룩, 단용누룩, 혼용누룩, 약용누룩) 및 간편 양조재료세트를 제조하여 탁·약주의 양조적성 등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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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유용 양조미생물을 활용한 신개량누룩 제조 기술 >

누룩에서 발효특성이 우수하고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12균주를 선발하여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Aspergillus oryzae), 아스퍼질러스 루추엔시스(A. luchensis), 아스퍼질러스 나이거(A. niger), 활털곰팡이

(Lichtheimia corymbifera), 거미줄곰팡이(Rhizopus oryzae) 등으로 동정하였다. 선발 균주를 이용하여 곡류 비

율별, 쌀 품종별로 다양한 종류의 누룩을 제조한 후, 이들의 품질 특성과 탁·약주의 양조적성을 구명하였다.

< 다양한 발효제를 이용한 우리 술 제조 원천기반기술 확립 >

유용 양조미생물인 발효종균을 이용한 한국형 신개량누룩 개발로 우리 술 제조 시, 누룩 사용량의 2.5배 감

소와 고알코올 생성으로 우리 술 제조의 원천기반기술 확립과 더불어 농업 현장 실용화를 통한 농산업경영

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양조미생물 보존 웰빙 약용누룩 재래누룩과 신개량누룩 약주용 쌀누룩

탁·약주용 양조세트 신개량누룩으로 빚은 탁·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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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용형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임종국, 031-290-1966, limjg@korea.kr

On-line Measurement System for Pungency of Red-
pepper Powder

고추 가공식품은 동일품종, 동일제품에서도 매운 정도의 차이가 심해 매운 맛 등급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매운 맛 측정법은 HPLC를 이용하여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정확도

는 우수하나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 시 6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매운 맛을 측정하고 등급별로 판

정할 수 있는 측정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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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맛에서 아주 매운 맛까지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간 등급 판정 가능 >

개발된 현장이용형 고춧가루 매운 맛 측정기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이송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여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1회 측정 소요시간은 5초 이내다. 측정오차는 ±100 ppm이며 

미리 설정해 놓은 매운 맛 기준에 따라 실시간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

< 고춧가루 매운 맛 등급화로 고추가공식품의 제품 신뢰도 향상 >

매운 맛이 등급화된 고춧가루 제품 생산으로 고춧가루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제품의 수출

에 기여할 것이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매운 맛이 규격화되고 등급 규격이 표시된 고추 가공식품의 안

정적인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보다 더 다양한 고추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용 어 설 명

※ 캡사이신 : 고추에서 추출되는 매운 맛을 내는 물질

매운 맛 검출부 매운 맛 판정 장면 매운 맛 예측 PLSR 모델

고추 부위별 캡사이신 함량 분포 고춧가루 자동 샘플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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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현장에서 바로 검사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김기영, 031-290-1899, giyoung@korea.kr

Potable Detector for Multiple Foodborne Pathogens

참살이 문화 확산에 따른 고품질 안전 농식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막대한 피해 발생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중독균 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 농식

품 공급 정책을 뒷받침할 신속검사 기술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

장에서 신속하게 식중독균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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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식중독균을 손쉽게 검사 >

본 기술은 식중독 사고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출하는 간이 진단키

트와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형 판독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액상의 식품시

료를 간이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면 식중독균이 있을 경우 색띠가 나타나게 되며, 색띠의 유무 및 진하기를 스

마트폰으로 자동 측정하게 된다.     

< 식중독 사고 관련 인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감소 >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식중독 검사를 하면 결과를 10분 정도면 알 수 있어, 

기존 배양법에 수일 이상 소요될 때 발생하던 식중독 관련 인적 피해 및 오염 농식품 회수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을 연간 130억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키트 분석다종 식중독균 검사 칩 디지털 판독 원리

신속 측정에 따른 피해 예방 간이 진단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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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표의 다양한 활용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김세나, 031-299-0512, gasinali@korea.kr

Food Composition Table and its Practical Use 
(The 8th Edition)

건강·참살이 확산에 따른 식품의 영양기능성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7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국가 정책, 단체급식, 영양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식

품성분표 DB를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 성분표, 생애주기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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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성분표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

40여 년간 국민의 영양관리 지침서로 자리매김해 온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및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해 내

외부 식품분석 네트워크, 시료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식품성분 DB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성분표 7종, 어린이(푸드아바타), 성인(로리의 건강한 밥상), 임신수유부(아기와톡), 질환

용(매일매일 건강게임) 등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4종을 개발하였다.

< 식량수급 기준 설정과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에 기여 >

식품의 영양가를 고려한 식품수급 계획 수립(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건강통계 및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학교급식(교육부), 영양성분 DB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식품영양 DB를 제공하여 부

처간 협력 및 정부3.0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2013년 정부3.0 중앙경진 대회 동상(장관상) 수상

< 교육, 컨설팅, 게임 등에 활용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닌텐도, 웰티즌, 삼성병원, 각 대학 등에 기술이전하여(‘13년까지 75건) 영양교육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영

양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45억 이상 수익 창출).  

용 어 설 명

※  식품분석 네트워크 : 여러 기관이 식품성분 분석에 참여하여, 분석법을 공유하고, 기관 간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함

※  시료표준화 : 식품분석을 위한 식품종류, 시기, 지역, 가공상태, 전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

정부3.0 경진대회 수상내외부 식품분석 네트워크 구축식품성분표

로리의 건강한 밥상 아기와톡푸드아바타 매일매일 건강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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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염에서 항치매, 

항비만, 면역증강 물질 분리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김선림, 031-290-6764, kimsl@korea.kr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ti-neurodegenerative disease, 
Anti-obesity, Immune-boosting Compounds from Corn Silks

옥수수의 암술에 해당하는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얼굴의 붓기를 빼고 배뇨를 원활하게 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 및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옥수수 수염에는 메이신(maysin)

이라는 다른 작물에는 없는  천연물질이 특이적으로 들어있다. 옥수수 수염에서 메이신을 다량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메이신의 항산화, 항암활성 및 퇴행성 뇌질환 개선효능 등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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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수염 효능의 과학적 근거 마련 >

옥수수 수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뇨제 등 전통의약소재로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옥수수 수염의 효능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 및 임상학적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

꽃가루가 수정되지 않은 옥수수 수염으로부터 메이신, 클로로젠산 및 신규 플라보노이드 물질 2종 등 생리활

성물질 4종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분리된 메이신의 생리활성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와 공

동연구를 추진하여 퇴행성 뇌질환 개선 효능, 항비만 및 지질대사 개선, 전립선암 세포사멸 효능, 면역증강, 

항염증 및 알레르기성 항천식 감소 효능 등을 확인하였다.

<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비의약품 및 의약품 개발에 이용 >

옥수수 수염에서 분리한 메이신 등 생리활성물질은 비임상 효능연구를 통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개발과 

식약처 물질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생리활성 효능을 적용한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비의약품 분야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메이신(maysin): 옥수수 수염에만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

※ 플라보노이드 2종: 루테올린-7-O-네오헤스페리도시드, 루테올린 3-메틸에테르 7-글루코로노실-(1→2)-글루코로나이드

퇴행성 뇌질환 개선 효능 기도염증 감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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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저장기간 연장 기술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김지강, 031-240-3650, kjg3@korea.kr

Postharvest Technology in Extending the Storage 
Life of Kimchi Cabbage

배추는 계절별로 생산량 차이가 크고, 가격 변동이 심하여 수급조절이 어려워 저장성 연장기술이 크게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여름에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는 수확 후 저장 중에 쉽게 부패되고, 생리장해 증상도 심하여 

저장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름배추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기존의 수확방식과 다른 역방향으로 상자에 포장

하고, 건조시킨 다음 미세천공 필름커버로 저장한 결과 선도유지 기간을 30일에서 75일로 연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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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배추 저장성 연장 수확 후 관리 일관체계화 기술 개발 >

여름철 수확된 배추를 거꾸로 상자에 담는 역방향 포장을 한 다음 저장 전 10℃에서 대형 팬을 이용하여 1일 

건조하고 0℃ 저장 중에 미세한 구멍(지름 1mm 구멍 10cm 간격)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20㎛ HDPE)을 이용

하여 배추 상자를 씌워 저장한다. 이렇게 여름 배추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선하여 저장한 결과 중량손실 

감소(17.4 → 7.6%), 부패지수 감소(0.67 → 0.11점), 신선도 향상(2.2 → 3.5점)으로 기존의 여름배추 저장기간 

30일을 75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 고랭지 배추 저장성 연장에 따른 수급안정에 기여 >

배추 상자 포장방법을 개선하고 건조와 필름커버를 사용하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선한 여름배추 선도유

지 기술은 그동안 저장기술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여름배추의 손실을 약 10%(약 50억원) 감소시킬 수 있고, 

저장성이 연장되어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일 때 발생하는 심한 가격 변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역방향 상자포장 : 절단된 배추 밑 부분이 아래로 가고, 잎이 위로 향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배추를 포장

 역방향 상자포장 저장 전 배추 건조 필름커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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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저수열 이용 온실 냉난방 

시스템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 전종길, 051-602-2150, jjkfoc@korea.kr

Cooling and Heating System Using Geothermal 
Source for Saving Energy in Greenhouses

이 기술은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다르게 땅속에 열교환용 파이프를 매설하지 않고 지하수와 연계된 물탱크 

내에서 에너지를 뽑아 냉·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를 약 

40% 줄일 수 있으며,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도 약 91% 줄일 수 있다. 시공기간은 약 1/4로 단축 가능하고, 설

치할 곳의 지질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장 나도 쉽게 고칠 수 있다. 

또한 축열 기능이 있어 낮 동안에 온실 내 입사된 태양 복사에너지에 의해 상승된 공기 열원을 물탱크로 축

열하거나, 온실 외부 태양열 집열기에 의한 물탱크의 물 온도를 높임으로써 시스템의 난방 성능을 높일 수 

있다.



Part 03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101

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세 마리 토끼를 잡다!  >

현재 보급되고 있는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땅을 깊이 파고 장치를 설치하므로 비용과 공사기간이 많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첨단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지열

시스템 대비 설치비용 40% 절감, 설치면적 약 91% 감소, 유류난방기 대비 난방비를 약 87∼90% 줄일 수 있

다. 개발시스템의 특징은 지열(지하수)을 중심 열원으로 사용하되 낮동안 물탱크로 태양열을 축열시키는 기

능이 있으며, 히트펌프 내 냉매가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때 잔류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도

록 하여 효율이 높도록 한 것이다. 고양, 하동지역의 시설원예농가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마쳤으며, 현재 냉난

방 전문생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보급하고 있는 중이다.  

< 시설원예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 >

시설원예농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경유 온풍난방기와 비교하여 난방비가 약 88% 절감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 원예시설 면적의 약 5%인 2,600ha에 개발시스템 적용 시 기존 유류난방기 대비 연간 경유 

절감량은 454,57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178,857tCO2 감소되고, 기존 지열시스템 대비 설치비용은 

약 1조 4,820억원 절감 및 설치면적은 약 577ha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시스템은 온실뿐만 아니

라 대형건물(상업용, 공장), 공동주택, 축산시설(돈사, 양계장), 양어장, 버섯재배사 등에 적용 가능하여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저수열 : 땅 속 10~15℃ 온도를 유지하는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시설 난방에 활용

히트펌프 및 제어판넬 시설농가 작물재배 장면 현장평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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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덜 드는 인삼 해가림 

시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장인배, 043-871-5631 ikanet@korea.kr

Labor-saving Shading Structure for Ginseng

미국, 캐나다 등의 인삼 재배지에서는 대형 수평 해가림시설로 인삼을 재배하면서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

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인삼은 세계 인삼시장에서 값싼 가격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손작업에 주

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해가림 시설도 생력화할 수 있도록 대형화 할 필요가 있기에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생력화형 해가림 시설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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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 개발 >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은 기존 재배 양식과 동일하게 재배하지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해가림 시설

이다. 이 시설은 지주의 가로 폭 간격을 기존 1.8m에서 2.5m로, 최대높이도 기존 1.8m에서 2.6m로 구조를 확

대하였다. 확대된 시설 하에서는 기존 시설과 달리 4륜형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다. 인삼 재배관리 시 4륜 

승용관리기에 방제장치를 부착하여 점무늬병 등의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4륜 승용기

에 부착된 배토장치로 두둑에 흙덮기를 할 수 있어 흙덮기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가림시설의 통행

로 높이가 높아 작업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 생력화형 해가림 시설의 재배 안정성 연구 >

생력화형 해가림시설 내에서 광, 온도 등의 인삼 생육환경이 기존 해가림시설과 차이가 없었으며 인삼의 생

육 또한 좋았다.  

< 생력화형 해가림 시설 개발로 노동력 절감 >

생력화형 해가림시설 설치비용은 기존 철재시설에 비하여 1.4배 가까이 소요되나 시설비 증가 이상의 노동

력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의 좁고 낮은 해가림 시설 내에서 힘들었던 기계화 작업이 생력화형 해가림에서는 

가능하여 인삼재배가 보다 기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력화형 해가림 시설의 방제작업 시간은 기존 대비 

40%, 이랑조성 작업 시간은 기존 대비 27%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해가림시설은 

향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 내재해 모델로 반영하여 농가에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용 어 설 명

※  해가림 시설 : 햇빛을 적당히 가리어 두둑상면의 건조와 지표온도의 상승, 누수 등을 방지하여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

록 설치한 시설

기존시설 :인력에 의한 방제작업 개량시설: 기계 이용한 방제작업기존 A형 개량시설 (장단지붕형)

< 해가림시설 형태 > < 해가림시설 내 농작업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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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 기술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방경환, 043-871-5534, bang31@korea.kr

Technology for Origin Determination of Red Ginseng 
Extract

홍삼제품 시장의 규모는 2012년 기준 6,484억원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으

며, 이중 홍삼 농축액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질과 가격차이가 커서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안전성

이 의심되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유통되어 국내산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부정유통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산 재배 농가, 산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DNA와 전자코 등의 첨단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중국산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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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마커로 홍삼농축액 판별 >

‘천풍’ 등 국내에서 만든 품종과 미국삼으로 만든 홍삼농축액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DNA 

마커를 선발하였으며, 핵심 연구 결과를 국내에 특허 출원하였다.

< 첨단 분석기기로 홍삼농축액 원산지 판별 >

국내산 132점과 중국산 100점의 홍삼농축액을 대상으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X선 형광분석기, 유도결합플

라즈마질량분석기, 전자코 등의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원산지 판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홍삼농축액 부정유통 단속기술로 활용 >

전자코 등 정밀분석기기 융합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홍삼농축액 부정 유통 단속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밀수삼 예방효과 (약 480억

원/5년, ’08~’12, 관세청)로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과 인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 비 별
NIRS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XRF

(X선 형광분석기)

ICP/MS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

분석기)

e-Nose
(전자코)

원산지 판별 정확도 99.13% 97.84% 93.96% 96.12%

용 어 설 명

※  NIRS, XRF, ICP/MS, e-Nose : 작물 재배지역의 토양, 기후, 재배방법에 따라 구성성분(유기, 무기, 향기 성분 등)의 차

이를 분석하는 장비

DNA 분석으로 홍삼농축액 판별 XRF 분석으로 국내산과 중국산 판별 전자코로 국내산과 중국산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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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김지강, 031-240-3650, kjg3@korea.kr

Low-cost Postharvest CO2 Technology to Maintain 
the Quality of Strawberries

최근에 국내산 딸기에 대한 수출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수확 후 쉽게 물러지다 보니 수출국 현지에서 유통 

중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용 딸기의 선도유지를 위해 이

산화탄소(CO2) 처리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처리 시간 및 노동력이 소요되어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선도 유지 효과를 높이면서 처리비용도 적은 플라스틱 필름과 아크릴 상자를 이용한 저비용 CO2 

처리기술을 확립하여 딸기 수출단지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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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편리한 저비용 CO2 처리에 의한 수출딸기의 선도유지 연장 >

딸기 선도유지 기술은 착색도가 60~80% 딸기를 수확하여 1일 이내에 CO2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100

㎛ PE 플라스틱 필름으로 팔레트에 쌓여진 딸기를 덮어 밀폐시키거나 또는 밀폐가 되는 아크릴 상자에 딸기

를 넣은 다음 25~30%의 CO2 농도가 3시간 유지되도록 처리한다. 이때 아크릴 상자는 작업이 편리하여 더

욱 신속하고 노동력이 절감되며, CO2 소모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작업 효율성이 높으며, 어느 장소이든지 이

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출용 딸기 ‘매향’에 저비용 CO2 처리기술을 적용한 결과 딸기의 경도가 증가하고

(0.7 → 1.0 Kg) 부패과는 감소(15.2 → 2.9%)하여 신선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딸기 선도유지 기술 보급으로 상품성 향상 및 수출확대 >

아크릴 상자 또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딸기 수확 후 CO2 처리기술은 신선도 유지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

이 적게 소요되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이다. 앞으로 딸기수출 단지에 CO2 처리 기술

을 보급하여 수출국 현지에서 딸기 물러짐 억제에 따른 손실을 10% 이상 줄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 어 설 명

※ CO2 처리 : 이산화탄소 가스를 딸기가 들어 있는 밀폐된 곳에서 처리

CO2 처리 효과 플라스틱 필름 CO2 처리 CO2 처리 아크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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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장미 가공상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담당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영순, 031-229-5801, rosesea@gg.go.kr

Development of Processed Goods from Domestic 
Roses for Export Market 

장미는 주로 생화로 수출되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상품과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미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하여 중국, 미국, 

유럽 등 수출국을 확대하여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국산장미 품종에 보존화 기술을 접목하여 액자, 장미캔들, 열쇠고리 등의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6만송이 210만달러를 수출하였고, 2009년부터 경기도 육성 장미 종

묘 187만주를 해외에 판매하여 로열티를 수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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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육성 장미를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

국산장미 품종에 보존화 기술을 접목하여 액자, 장미캔들, 열쇠고리 등의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생화수출에 

필요한 박스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장미 생화와 가공상품 46만송이를 수출하여 

210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동경플라워엑스포 등 국제화훼박람회에 4회 참가하여 가공상품에 대해 바

이어 수출 상담 30건, 구두 수출계약 3만개 이상 등의 성과를 얻었고, 특히,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가결과, 

‘아이스베어’ 4,500송이를 러시아에 시범 수출하였고, 앞으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종묘 판매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2009년도부터 개발한 ‘그린뷰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딥퍼플’ 등 5품종의 종묘 187만주를 에콰도르 등 17개

국 126농가에 판매하여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딥퍼플’은 150만주가 판매되었다. 또한 ‘딥퍼

플’은  2012년 러시아국제화훼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장미 가공상품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증대 >

장미 생화의 수출단가는 1송이에 150엔이지만 장미캔들 등 가공상품으로 수출할 때는 개당 450엔으로 3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지역 국산장미 우량묘 생산 및 보급 >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육성장미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한다면, 2013년에 15ha에 불과한 국산장

미의 재배면적이 2015년에는 30ha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 로열티 10억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국제화훼박람회 대상 수상
‘딥퍼플’

국산장미 가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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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생산 여름 아스파라거스 

수익모델

담당자 ● 강원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서현택, 033-248-6064, gusxor0000@korea.kr

Revenue Model for Asparagus Produced on Highland 
in Summer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10대 식품 중 하나인 아스파라거스는 무기질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웰빙채소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재배시작 후 첫 수확까

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재배면적이 60ha(’1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서늘한 기후에서 품질이 향상되는 

아스파라거스의 특성을 살려 고랭지 여름생산 수익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농가 현장에 접목시켜 신규농가 

육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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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수출 겨냥 고랭지 아스파라거스 여름생산 모델 개발 >

신작목인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 확대의 걸림돌인 농가의 긴 수확소요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우량종묘 생

산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7시군 50농가에 보급하여 72ha(’13)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다. 또한 여름 단경

기 생산작형을 투입하여 농가의 여름 생산성을 88% 높이고, 소득을 106% 이상 증가시켰다. 한편 지역별 생

산 규모화와 농가 조직화를 위해 현장컨설팅과 세미나를 수시로 추진하여 4개 작목반을 신규로 구성하였다. 

현재 국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홍보와 대일수출 전략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다.

< 고랭지 이용 아스파라거스 여름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개발된 수익모델은 아스파라거스 여름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 육성 및 소득 증대에 활용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모델의 보급 확대로 수입대체 및 수출시장 진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묘 생산체계 확립

세미나 및 평가회

종묘 분양(암수 판별)

현장 컨설팅 1

기술투입 농가(양구)

현장 컨설팅 2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12

Part 03

51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 생산 및 

규격품 생산 기술

담당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061-330-2552, olivejs7@korea.kr

Techniques for Stable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in Cut Hydrangea for Export 

절화수국은 전국에서 5.8ha 정도 재배하고 있다. 수출은 전국에서 162천본 중에서 전남 강진에서 127,200본

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일 수출 주력 화훼 작물이다. 매년 수출을 위한 절화수국의 수출규격품 연중생산기술

과 용기 양액재배 매뉴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대생산지인 전남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였다. 또한 

수국 양액재배 기술, 병해충 발생 동향과 방제 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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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선도용 절화수국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전남지역에서 재배하기 알맞은 수국 품종으로 스노우볼, 르네이트, 에머랄드, 아드리아 등 4품종을 선발하였

다. 이들 품종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연 2회 이상 꽃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양액재배 기술을 이

용하였을 때 절화 생산량과 품질이 우수하였다. 

수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진딧물, 차응애, 총채벌래,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이고, 이에 알맞은 적용 약

제를 선발하였다.

< 수출용 절화수국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

수국을 수확하여 크리잘 프로3를 처리하였을때 절화수명이 12일 증가하였고  pH는 낮을수록 절화 수명이 4일 

증가하였으나 높은 농도의 보존액과 질산은, STS, 설탕물에서는 약해가 발생되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절화수국 연간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지역에 맞는 우수한 품종은 꽃 생산 기간이 4개월 연장 되고, 양액 재배에서 꽃의 길이, 무게가 증가한다. 진딧

물은 4월상순, 차응애 6월상순, 총채벌레 6월 중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어 사전에 적절한 방제가 요구된다.

또한 수국은 수확 후 곧바로 물올림하고 보존액을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꽃의 수명이 2배이상 증가된다.

수국 양액재배 수출용 절화 수국 주요해충 발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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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이식 기술로 젖소 우수

축군 조성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윤호백, 041-580-3392, macbeth@korea.kr

Building Elite Cow Herd by Embryo Transfer 
Technology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량 암소의 선발과 함께 낙농 선진국의 우수한 유전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고능력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함으로써 보증씨수소 및 우수한 후대 암소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암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후대 자손이 제한되고, 낙농 선진국의 우수 유전자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수정란 이식 기술은 국내 우수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수정란 이식을 

이용하여 32두의 홀스타인 암소와 13두의 저지종 젖소를 생산하여 우수 암소 축군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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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능력 수정란을 이용한 씨수소 생산 및 암소 유전자원 확보 >

캐나다에서 도입한 고능력 수정란(어미 : 캐나다 상위 0.3%, 아비 : 캐나다 상위 1% 이내)을 이식하여 `10년 이

후 총 16두의 후보씨수소를 생산·공급하고 32두의 암소를 생산하여 종축 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지종 젖소 생산 >

캐나다에서 도입한 저지종 수정란을 이용하여 여름철 고온에 강하고 우유 내 유고형분 함량이 높은 저지종 

젖소를 13두 생산. 이를 이용한 국내 사육기술 개발 등 기초·기반 연구를 시작하였다.

< 고능력 암소 유전자원의 보급 및 후보씨수소 생산·공급 >

우수한 암소 유전자원을 농가에 보급하고,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후보씨수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농가 

보유 암소의 능력을 개량하여 우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새로운 도입 품종의 사육 기반 확대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저지종 젖소 축군을 이용한 국내 사육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저지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유제품 가공에 적합한 저지종 우유를 이용하여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씨수소 :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와 교배하기 위해 정액을 생산하는 고능력 수소.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 씨수소(보증씨수소)로 선발하기 위한 후보 소

※ 공란우 :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암소

※ 수란우 : 수정란을 이식 받아 새끼를 생산하는 암소로 대리모라고도 함

수정란 이식체내 수정란 홀스타인 송아지 저지종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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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우리맛오리’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허강녕, 041-580-6713, knheo0616@korea.kr

Korean Native Duck, ‘Woorima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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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종오리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국산 종

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고유 종자인 토종오리의 생산 체계 정립 및 브랜드화로 신소득원

을 창출하기 위해 토종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맛오리’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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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빠르고 균일도가 개선된 고품질 신품종 토종 ‘우리맛오리’ >

우리 고유의 혈통이 고정된 토종오리 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30주령 초기세대검정을 통해 2계통(부·모 

계통)을 조성하고 교배체계를 확립하여 육량을 개선하였다. 8주령 출하체중은 2.84kg으로 기존 토종오리 

2.68kg보다 6% 정도 높였으며, 체중 및 외모 균일도를 높여 상품성을 증진시켰다.

< 우리 고유 입맛에 맞고 육질 개선된 ‘우리맛오리’ >

‘우리맛오리’와 일반오리의 육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오리 고기에 비해 단백질 함량과 보수력은 높고 전체적

인 지방 함량은 낮은 반면, 필수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을 비롯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토종 ‘우리맛오리’ 생산 보급 >

개발한 ‘우리맛오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종오리 11,500수를 농가로 시범분양하여 적응성과 생산성을 평가

하고 있다. 국산 종자의 보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수입대체 및 종오리 수입시 대외 교섭력을 높여 오리시장

의 가격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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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오리 :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소비하는 오리

우리맛오리 개발 홍보 우리맛오리 요리시연회 개최 오리 종자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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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나노바이오 진단기술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오미화, 031-290-1689, moh@korea.kr

Diagnostic Nano-biotechnology for Foodborne 
Pathogens

식중독 발생에 의한 국가적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해미생물의 진단 및 관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개별 배지를 이용한 식중독균 검출법은 장시간(2∼10일)이 소요되어 사전 예방적 방

법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개발기술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 오염여부를 10분 안에 색변화로 확

인이 가능하며,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나노물질과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의 항체와 결합 센서 진단결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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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본 기술은 ① 나노 입자크기 및 고정화 물질, 가교제 농도 설정 등을 통해 나노물질(Polydiacetylene)의 최적조

건을 확립하고, ②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개발한 후, ①과 ②를 결합한 나노바

이오센서를 개발한 것이다. 개발된 센서를 사용하면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의 오염 여부를 색변화(파란색→붉

은색)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가의 기기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장출혈성 대장균의 베로독소와 바실러스 독소의 진단센서도 개발 및 검증 단계에 있다. 

< 식중독 사전예방 >

식중독균 나노바이오 진단기술은 기존기술보다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신속성과 간편성을 확보

하여 기술이전 후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환경에 존재하여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교차오염이 가능하다. 본 개발기술을 이용하면 누

구나 간단하게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의 오염을 진단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나노물질(Polydiacetylene) : 목표물질(생물학적, 화학적)이 있을 경우 변색하는 민감도가 높은 센서물질 

PDA 고정화 조건 설정

항체 반응농도 검증

최적 고정화 물질 선정

나노바이오센서 결합 확인

가교제의 최적농도 설정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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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오영균, 031-290-1665, oh665@korea.kr

Technology of Recycling the Agro-byproducts as an 
Animal Feed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

해 영양가치를 평가하고 한우의 성장단계별 과학적인 사양체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현장에 보급

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산물 활용 사료배합비 작성 및 사양관리 가이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

다.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거점 경영체 및 농가를 집중 육성·확대보급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지도직 공무원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부산물 사료화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6회, 715명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로 8,897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농산부산물 한우사양표준
사료배합
프로그램

한우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원료
가치평가

한우영양소
요구량산출

최소비용사료배합
기술 개발

과학적인
기반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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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비 절감을 위한 농식품부산물의 한우 사료 제조기술 개발 보급 >

한우농가에서 주위의 값싼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배합을 하고자 할 때,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월령

별 영양소 권장량, 조·농 비율 및 조사료원의 차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양관리 가이드 및 사료 배합비 작성

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식품부산물의 영양적 특성, 이용 시 주의사항 설명과 부산물 거래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직거

래장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농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사료비는 줄이고 육질은 높이고 >

본 기술의 보급으로 한우사료에서 섬유질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이 2005년도에 4%에서 2013년 19%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하여 한우 경영체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용 어 설 명

※  섬유질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 : 매번 급여할 모든 사료를 한꺼번에 혼합하는 비빔밥과 같은 급여 방식으로 

반추위의 환경을 유지시켜 소화율을 높이고, 또한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조·농 비율 : 조사료(풀사료)와 농후사료를 급여하는 비율

거점농장 운영 부산물의 사료가치 평가 농산부산물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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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이 우수한 국산 흑돼지 

‘난축맛돈’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조인철, 064-754-5731, choic4753@korea.kr

Black Pig Breed, ‘Nanchukmacdon,’ with Superior 
Meat Quality

국내 양돈산업에서 종돈은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종돈의 대부분 품종은 고기생산 위주로 육

종된 품종으로 국내 구이문화에 적합하지 않아 수입종돈에서 생산된 고기는 선호부위와 저지방부위로 양분

화되어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구이문화의 특성상 근내·근간지방함량이 높은 삼겹살, 목심 위주로 소비

가 되고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 확대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다.

육질형질과 흑모색 조절 핵심유전자를 발굴하고 이 유전자를 고정한 신품종 흑돼지 ‘난축맛돈’을 개발하였

다. ‘난축맛돈’은 전체 부위가 구이용으로 가능하고 소비자 기호도 평가에서 향미, 연도, 다즙성 및 기호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난축맛돈’은 올해부터 매년 100두씩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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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육질형 흑돼지 신품종 ‘난축맛돈’ 개발 >

‘난축맛돈’은 우리나라 식육문화 특성에 적합한 전체 부위 구이용 흑돼지 신품종으로, 고기맛 관련 육질형질

과 흑모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하여 만든 분자육종체계에 의해 개발된 세계최초의 품종이다. 특

징으로는 근내지방함량(마블링)이 일반돼지 대비 3~4배 이상이며, 고기색은 소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의 중

간수준의 적색이다. 가장 큰 장점은 비선호부위에도 육질 즉 마블링 침착이 우수하여 구이용에 적합하다.

2013년 3월에 ‘난축맛돈’이 개발되었고, 4월에 산업화를 위해 제주흑돼지 생산자회(법인)를 통해 총 62두를 공

급하였다. 올해부터 매년 100두씩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지역에 한정해서 3년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공

급이 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난축맛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량하여 전국단위로 농가보급 할 계획이다.

용 어 설 명

※  돈육의 육질형질은 주로 근내지방함량(마블링), 육색(적색육), 보수력 및 전단력을 의미함. 이 4가지 육질형질이 고기맛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 소질에 의해 영향을 더 받음

난축맛돈의 기호도 평가

육질 비교

난축맛돈 분양 협약식

< 일반돼지 > < 난축맛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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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승용마 육성·보급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김남영, 064-754-5722, rat1121@korea.kr

Breeding of Domestic Riding Horses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승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승용마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말은 경주퇴역마로 체구가 큰 외국종이다. 이런 말

은 한국인 체형 및 생활 승마에 다소 부적합한 경향이 있다. 이에 국내 말 자원을 이용하여 한국인 체형에 적

합한 생활승마용으로 육성하여 보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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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국내 말 자원을 활용한 전용 승용마 육성 >

국내산 승용마는 국내 말 자원인 제주마와 더러브렛을 교배하여 생산된 말로 환경 적응성이 좋고, 발굽이 강

건한 말이다. 육성 목표는 털색이 흑색과 흑백얼루기, 체고는 140~150㎝, 체장과 체고의 비율이 1:1인 장방

형으로 지구력이 우수한 말이다. 국내산 승용마 육성을 위해 발육조사, 털색 유전자 분석, 품성평가 및 체계

적인 혈통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산 승용마의 체형을 개량하기 위해 출생 시부터 36개월간 13개 부위 체위를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털색을 흑색으로 고정하기 위해 흑색 관련 유전자가 고정된 말을 교배에 

이용하여 흑색이외의 털색이 나타나는 비율을 30.9%에서 13.7%까지 감소시켰다. 승용마에서 중요한 특성인 

품성을 평가하기 위해 온순성, 인내성, 공격성, 과민성, 대인친화성 5항목을 평가하여 선발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2세대 말이 생산 되었으며, 2010년부터 4년간 168두의 흑색 또는 흑백얼루기 말을 생산하여 이 중 

45두를 후보 승용마로 분양하였다.

< 생활승마용으로 활용 >

국내산 승용마는 환경적응성, 지구력 및 발굽이 강하여 승마장뿐만 아니라 외승에도 이용될 수 있어 다양한 

생활승마용으로 활용 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 외승 : 말을 타고 산길이나 강변 등 외부에서의 승마

언론 홍보 발육조사 승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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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드는 어린이용 육제품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성필남, 031-290-1699, spn2002@korea.kr

Homemade Meat Product for Children

최근 국민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육가공제품 내 화학첨가제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불신은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적체를 야기시켜 관

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육제품 주 소비층인 어린이에 맞는 제조법을 

개발하였으며 가정에서 육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소형 육가공 기기도 개발하였다.

소화촉진 소시지 영양강화 소시지

육제품 찜기제품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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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 식육단백질 소화흡수 증진 육제품 >

육제품 내 식육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 분해효소가 함유된 과일껍질을 육제품에 포함시키는 가

공법을 개발하였다. 주요 개발기술은 과일껍질을 코팅하여 육제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코팅

천연물을 육제품에 혼합하는 기술이다.

< 가정용 소형 육가공기기 >

대표적인 육제품인 햄이나 소시지 제조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필요하나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3종(혼합기, 

충전기, 찜기)의 기기를 최소 단위로 소형화하여 가격과 생산용량을 낮추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체

험농장에서 천연육제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으며, 소비자 대상 체험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 천연물 함유 육제품 제조기술 >

육가공제품을 특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농산업체, 전국의 개인 기술요구자에게 보급할 것이다. 특히, 정

부의 ‘육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소규모 육가공업체, 체험농가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고기 혼합물 제조 충전 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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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축분뇨 액비 침전슬러지 제거 

기술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정광화, 031-290-1732, gwhaju@korea.kr

Technology to Remove Precipated Sludge in Liquid 
Manure Fertilizer Storage Tank

가축분뇨자원화 정책으로 액비저장 시설은 많이 구축되어 있으며, 해양투기 금지로 농촌현장에서 액비활용

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액비저장조 바닥에 쌓인 침전슬러지 제거가 골칫거리였다. 기존의 슬러지 제거는 

액비저장조를 완전히 비운 다음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기계적 방법에 의한 침

전물 제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저장조에 액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바닥에 쌓여있는 침전물 만을 제

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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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기계적 방법에 의한 침전물 제거 기술 >

액비 침전물 제거 장치는 액비 흡입장치, 침전물 분리제거 장치 및 침전물이 제거된 액비를 액비조로 되돌려보

내는 장치로 구성된다. 침전물을 제거함으로써 액비조 용적이 확대되고 내부 부숙조건이 좋아진다. 침전물 제

거 작업은 액비가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므로 연중 내내 할 수 있다.

<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활성화에 기여 >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중 액비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면 기존의 액비저

장조 관리가 훨씬 용이해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액비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침전

물 제거에 따른 액비저장조의 저장 용량이 증가하므로 연간 800개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다.

< 액비저장조 지붕손상을 최소화하며 연중 활용가능 >

개발된 장치는 차량에 적재되어 있어 침전물 제거가 필요한 액비저장조까지 직접 진입한다. 이후 침전물 제

거장치가 자동으로 투입되어 액비저장조 내의 침전물만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용 어 설 명

※ 액비저장조 : 가축분뇨 액상 비료를 저장해 두는 저장조

※ 침전물 : 바닥층에 가라앉은 찌꺼기

※ 고액분리 : 혼합액 중의 고형성 물질과 액상 믈질을 분리함

침전된 슬러지 언론 홍보 분리제거된 침전물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벼
GAP 생산 가이드

Rice, GAP production guide

벼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0-01

벼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사과
GAP 생산 가이드

Apple, GAP production guide

 

사
과 

G
A
P 

생
산
가
이
드

사과
GAP 생산 가이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1-01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배추
GAP 생산 가이드

Cabbage, GAP production guide

배
추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3-01

배추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딸기
GAP 생산 가이드

Strawberry, GAP production guide

딸
기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06-01

딸기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토마토
GAP 생산 가이드

Tomato, GAP production guide

토
마
토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2-01

토마토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상추
GAP 생산 가이드

Lettuce, GAP production guide

상
추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05-01

상추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잎들깨
GAP 생산 가이드

Perilla leaves, GAP production guide

 

잎
들
깨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04-01

잎들깨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참깨
GAP 생산 가이드

Sesame, GAP production guide

참
깨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6-01 

참깨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당귀
GAP 생산 가이드

Dong quai, GAP production guide

당
귀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4-01

당귀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느타리버섯
GAP 생산 가이드

Oyster Mushroom, GAP production guide

느
타
버
섯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5-01

느타리버섯
GAP 생산 가이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04Part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토마토
GAP 생산 가이드

Tomato, GAP production guide

토
마
토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2-01

토마토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느타리버섯
GAP 생산 가이드

Oyster Mushroom, GAP production guide

느
타
버
섯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5-01

느타리버섯
GAP 생산 가이드

농경지 토양 물리성 현장 측정법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대상국 잔류기준 설정

아시아 지역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농림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관리시스템

곤충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 수립

미생물 유래물질 처리에 의한 배추 생육촉진 및 무름병 방제

식물 추출물 이용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기술

작물별 ‘GAP 생산 가이드’ 개발ㆍ보급

인삼 뿌리썩음병 조기 진단 및 방제

배추밭 토양병 조기 진단 및 선충 방제기술

농식품 부산물 이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조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32

Part 04

60
농경지 토양 물리성 현장 측정법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조희래, 031-290-0331, chohr519@korea.kr

Field Measuring Method on Soil Physical Properties 
in Arable Lands

최근 대형 농기계와 과다한 농자재 사용으로 인해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고 있어 적정한 물리성 관리기술을 

제시하고, 영농현장에서 바로 물리성을 진단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농경지 물리성 개량기준은 농작물 생육에 적정한 토양환경 수준을 제시한다. 현장 측정법은 토양 물리성을 

현지에서 30분 이내에 측정하여 개량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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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토양 속 물리성 기준 제시 및 신속 진단법 개발 >

밭토양에서 공기의 양이 10% 이하가 되면 산소가 부족해져 뿌리 호흡이 저해된다. 용적밀도(g/㎤)가 사양토

(砂壤土) 1.55, 양토(壤土) 1.50, 식양토(埴壤土) 1.4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장 측정법은 100㎖의 메탈링으로 흙을 채취하고 휴대용 저울과 200㎖ 매스실린더만 있으면 토양의 무게

와 부피를 측정한 후 간단한 계산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 작물 안정적 생산 및 농업환경 보전 >

영농현장에서 토양물리성 적정성을 쉽게 판단함으로써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농

업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용적밀도 : 토양의 무게를 그 토양 전체부피(전체용적)로 나누어 구한 것으로, 흙속에 공기나 수분이 포함된 상태를  

알 수 있음

※ 지하수위 : 토양 속의 어떤 깊이에 이르면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 물이 고이는 최상부의 수면을 말함 

토양 채취

용적밀도 계산

무게 측정

부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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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김건엽 031-290-0240, gykim1024@korea.kr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s in Agriculture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1종을 개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임의 배출계수(IPCC 임의계수)를 활용하는 산정등급 1 (Tier 

1)에서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 국가고유 배출·흡수 계수를 적용하는 산정등급 2 (Tier 2)로 향상시켰다.

구분

온실가스

메탄
(g CH4 m

-2)
아산화질소

(kg N2O-N/N kg)

임의
배출계수

(산정등급1)
*IPCC 권장

벼재배 기본배출계수
- 20

0.0125
작기중 물관리 보정계수
- 간단관개 10

볏짚시용 보정계수
- 40

계 3종 1종

효과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급 향상

- 배출통계의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

- 배출량 산정 및 평가 방법의 향상

구분

온실가스

메탄
(kg CH4 ha

-1day-1)
아산화질소

(kg N2O-N/N kg)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등급 2)

벼재배 기본배출계수
- 1.30

고추
- 0.0086

작기전 물관리 보정계수
- 0.80

콩
- 0.0119

작기중 물관리 보정계수
- 0.66, 0.83

배추
- 봄 0.0056, 가을 
0.005

볏짚시용 보정계수
- 1.5, 1.8, 2.5, 3.5, 4.0

감자
- 0.0049

녹비시용 보정계수
- 4.92

밭작물 통합계수
- 0.00596

계 5종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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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농업 기반기술 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IPCC 임의 계수를 사용해 오다가 우리나라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를 개발·활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밀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되었다. 메탄 배출계수는 벼 재배 기본배출계수, 작기 전 물 관리 보정계수, 작기 중 물 관리 보정계수, 볏짚 

및 녹비시용 보정계수 등 5종을 개발하였다. 아산화질소 배출계수는 고추, 콩, 배추(봄 및 가을), 감자, 밭작물 

통합계수 등 6종을 개발하였다.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배출계수 개발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배출량 산정과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평가에 활용된다. 

높은 정밀성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의 감축할당 목표달

성과 감축 관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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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연차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구조

국가보고서 작성

   정밀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우리나라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로 선진국 (Tier2) 수준의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기후변화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의 정밀성에 관한 국제사회 신뢰도와 함께 배출통계의 품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IPCC 임의계수에서 국가 고유 배출계수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산정 등

급 향상으로 2020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할당 목표 달성과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단위 : 천톤 CO2-eq)

구분 2000 2005 2006 2008 2009 2011

경종 16,114 14,358 13,878 13,344 13,353 12,616

축산 8,311 7,641 7,889 8,449 8,768 9,378

계 24,425 22,000 19,707 21,792 22,120 21,994

<연차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구조>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계수

 온실가스의 배출을 정량화하는 계수를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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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대상국 잔류기준 설정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031-290-0534, ydjin@korea.kr

Guidelines for Safe Use and Import Tolerances of 
Pesticides for Agricultural Exports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등 9국가 25작물에 대하여 

적용병해충별로 사용가능한 농약품목을 선발하였다. 선발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국내 및 상대국의 농약

잔류기준을 정리한 맞춤형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보급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안)을 제출하여 일본 12작물 40농약, 대만 2작물 16농약

에 대한 잔류기준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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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 9국가 25작물 9,672개 농약품목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

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 관련기관·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였다.

< 수입국 기준 대응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 잔류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

국제협력을 통하여 일본, 대만 수출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문제된 농약 등에 대한 상대국의 식품

기준 설정안을 제출하여 반영시킴으로써 무역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 (해외기준 반영) 일본 고추 등 12작물 40농약, 대만 사과 등 2작물 16농약

< 수입국 식품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

수출농산물 맞춤형 지침 및 해외 농약잔류기준 설정·보급으로 농가에서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성이 확보

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100억원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및 농약당 4~5억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농약 잔류허용기준 : 잔류농약이 식품 중에 허용되는 기준으로 국가마다 자국의 등록농약과 식품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평생 먹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을 의미함

수출용 지침 설정·보급 해외 농약잔류기준 설정 안전성 교육·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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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최홍수, 031-290-0430, hschoi@korea.kr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Migratory Insect 
Pests in Asian Region 

아시아지역 이동성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 및 직접 가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이동성 해충에 대한 포획 마리수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날아오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적기 방제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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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중 포집기 개발 및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포집기에 포집된 해충에 대한 해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였

다. 또한 강우 시 해충 포집 및 정보 수집이 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날아오는 해충 현황

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기 방제를 추진하여 이동성 해충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예찰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대하였다.

<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통한 예찰 정확성 확보 >

이동성 해충에 대한 포획 마리수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므로 날아오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날아오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기방제를 추진하여 이동성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 및 직접

가해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성 해충은 장마철 기류와 함께 날아오나 기존 공중포충망은 강

우 시 해충분류가 곤란한 반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강우 등 외부여건에 영향에 상관없이 온전한 형태

를 유지해 날아오는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 인터넷망을 이용한 실시간 예찰로 예찰담당자 업무효율

이 증대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비래 : 날아서 옴

※ 포집기 : 잡아 모으는 장치

스마트공중포집기(좌), 공중포충망(우) 강우시 포획해충 - 위(기존), 아래(실시간)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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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관리시스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김건엽 031-290-0240, gykim1024@korea.kr

Integrated Greenhouse Gas Inventory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 의거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온실가스 종합정

보센터에 매년 6월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이의 구성요소(활동자료, 배출 및 

흡수계수, 산정방법론)의 개발, 검증, 확정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업·산

림·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을 손쉽게 산정·검증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정보를 제

공하는 ‘온실가스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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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

온실가스 산정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일반 국민들에게 온실가스의 올바

른 이해와 인식을 넓혀주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구성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 시스템은 농림통계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하

고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정보제공 웹 사이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농림통계자료, 온실가스 분석방법

과 감축기술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으로 국가와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기반 강화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에 대한 산정 - 검증 - 보고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뤄져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종합관리시스템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됨으로써 국제기준에 적합

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를 작성할 수 있다. 

 온실가스 통계와 기술정보는 학계 농업 관련 기관과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분야 산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기술현황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용 어 설 명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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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 수립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박해철, 031-290-8535, culent@korea.kr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of Insects 

곤충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

다. 하지만 산업용 곤충으로 이용하거나 앞으로 하려는 종류 가운데 사람, 자연생태계와 농작물 또는 가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이에 곤충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규제개

혁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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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위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설정 >

산업용으로 이용하려는 곤충의 분류 정보, 생리·생태 현황, 해충화 가능성, 생태계 위해 가능성, 사람과 가

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곤충 위해성 평가세부 지침을 수립하였다.  

<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적정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판정의 단계화 >

위해성 판정을 비위해성과 위해성으로 구분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1급 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 개체를 전량 폐기할 수 있게 하고, 2급 종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집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곤충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 >

산업용 곤충의 사육과 유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농작물과 가축 모두에 안전한 곤충산

업을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곤충 안전 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곤충 위해성 평가: 다량사육과 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곤충 가운데,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을 먹어

치우거나 또는 외래종으로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곤충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

불법 수입에 의한 혼혈로 고유집단 교란 곤충 위해성 평가 기준 고시 설명회 장수풍뎅이 애벌레 돌보기

불법 수입에 의한 혼혈로 고유집단 교란 곤충 위해성 평가 기준 고시 설명회 장수풍뎅이 애벌레 돌보기

충화 가능성, 생태계 위해 가능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 과학적 평가로서 만일의 위해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적정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판정의 단계화

 위해성 판정을 비위해성과 위해성으로 구분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서 1급 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 개체를 

전량 폐기할 수 있게 하고, 2급 종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집중 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곤충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

산업용 곤충의 사육과 유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농작물과 가축 모두에 안전한 곤충산업을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곤

충 안전 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용어설명(휴먼명조 14, 진하게)

  곤충 위해성 평가: 다량사육과 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곤충 가운데, 사

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또는 외래종

으로 자연생태계에 교란시키는 곤충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일

불법 수입에 의한 혼혈로 고유집단 교란 곤충 위해성 평가 기준 고시 설명회 장수풍뎅이 애벌레 돌보기

충화 가능성, 생태계 위해 가능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 과학적 평가로서 만일의 위해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적정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판정의 단계화

 위해성 판정을 비위해성과 위해성으로 구분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서 1급 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 개체를 

전량 폐기할 수 있게 하고, 2급 종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집중 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활용됩니다

 곤충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

산업용 곤충의 사육과 유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농작물과 가축 모두에 안전한 곤충산업을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곤

충 안전 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용어설명(휴먼명조 14, 진하게)

  곤충 위해성 평가: 다량사육과 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곤충 가운데, 사

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또는 외래종

으로 자연생태계에 교란시키는 곤충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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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유래물질 처리에 의한 

배추 생육촉진 및 무름병 방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박경석, 031-290-0424, kspark3383@korea.kr

Suppression of Bacterial Soft Rot and Growth Promotion of Chinese 
Cabbage by Treatment of B. vallismortis and Their Cyclo-dipeptide Q3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은 환경에 대한 부담이나 농산물 안전성우려로 생물방제와 같은 친환경 방제로 점차적

으로 대체하고 있다. 안전농산물의 소비자 요구와 무농약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고활성 근권미생물인 바실러스 발리스모르티스로부터 식물의 면역기능을 촉진시키는 다이펩타이드 Q3

를 동정하여 고랭지 여름채소 재배에 적용한 결과 각종 환경장해의 극복과 무름병 방제효과로 인한 수량증

대 및 품질효과가 탁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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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식물 면역활성 유도 고활성 근권균 및 유래 물질인 다이펩타이드의 실용화 기술 개발 >

Bacillus valismortis EXTN-1 생산 CLP(cyclic lipopeptide)는 식물면역 활성을 일으키며 Botrytis cinerea, 

Sclerotinia sclerotiorum, Colletotricum acutatum 균에 항균활성이 우수하며 선발된 다이펩타이트 중 Q3는 농

작물에 안정적인 생육촉진과 병해방제효과를 나타낸다.

선발 펩타이트는 고추, 배추, 담배, 마늘, 파프리카, 감자에서 면역 활성이 확인 되었으며 사과에 처리 시에는 

폴리페놀 함량증가에 따른 과실의 품질향상에 유리하였다. 또한 다이펩타이드 Q3 및 ASP binding 펩타이트

는 무름병 및 고추역병에 대한 유도저항성 증강 능력이 우수하였다.

< 여름배추의 환경 스트레스 저감 및 결구 촉진   >

식물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식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줄 뿐아니라 고랭지 채소에 적용한 경우 각종 

환경 스트레스 장해의 극복으로 인한 병해 방제 및 결구 촉진 등 탁월한 품질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여름배추 생산 지역의 다발생 세균성 무름병균 피해 감소   >

고활성 근권균 및 다이펩타이드 처리로 세균성 무름병균 방제 효과로 여름배추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식물 면역활성 : 미생물이나 미생물 유래물질에 의하여 일어나는 식물의 자체방어 기작의 활성화 

다이펩타이드 Q3, EXTN-1 복합처리에 의한 배추생육촉진

다이펩타이드 Q3, EXTN-1 복합처리에 의한 배추무름병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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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추출물 이용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기술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진효 031-290-0523, setup75@korea.kr

Quality Control Method for Organic Farming 
Materials as Biopesticide

작물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 시행과 함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가 증가하였으나, 과학

적 품질관리 지표개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다. 이에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작물병해충관리용 유

기농자재의 주요 식물추출물에 대해 품질관리용 지표개발 및 기기분석법을 통한 품질관리기술을 개발하였

다. 또한 품질인증제 시행에 맞추어 유통 유기농자재에 대한 과학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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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작물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의 품질관리 지표설정 및 품질관리기술보급 >

님나무, 고삼, 계피 및 마늘 추출물은 해충방제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병해충관리

용 유기농자재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물추출물의 원산지, 추출부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효

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설정하고 HPLC와 GC등 기기분석을 통해 유기농자재 

품질인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품질인증 유기농자재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활용 >

들쑥날쑥한 유기농자재의 병해충 방제능 때문에 생겼던 고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님나무 추출물의 지표성분 분석법

계피 추출물의 지표성분 분석법

고삼 추출물의 지표성분 분석법

마늘 추출물의 지표성분 분석법

Quantitative analysis by GC/FID Quantitative analysis by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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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GAP 생산 가이드’ 

개발ㆍ보급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황용, 031-290-0445, hykim@korea.kr

Publication of ‘GAP Production Guidelines’ for the 
Produce Safety Management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을 실천하면,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

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까지 GAP농산물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그와 같

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벼ㆍ사과ㆍ배추 등 주요 10개 작물에 대한 「GAP 생산 가이드」를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였다.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벼
GAP 생산 가이드

Rice, GAP production guide

벼 

G
A
P 

생
산 

가
이
드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0-01

벼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사과
GAP 생산 가이드

Apple,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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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1-01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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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bage,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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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43-01

배추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딸기
GAP 생산 가이드

Strawberry,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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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06-01

딸기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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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생산 가이드

Tomato,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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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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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생산 가이드

Lettuce,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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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705-01

상추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잎들깨
GAP 생산 가이드

Perilla leaves,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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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들깨
GAP 생산 가이드

www.naas.go.kr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T.  031-290-0445

참깨
GAP 생산 가이드

Sesame, GAP produc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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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 GAP 실천 매뉴얼 개발 >

작물별 실천 매뉴얼로써 「GAP 생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GAP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각 영농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재배

환경의 안전성 확인, 재배관리, 농장의 청결 유지, 농약과 비료의 올바른 사용법, 농작업자의 안전관리, 위생적

인 수확작업, 수확 후 위생관리, 농산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후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한 GAP 인증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GAP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GAP를 실천하려는 농업인에게 보급하여 GAP제도 활성화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2013년도에 개발된 「GAP 생산 가이드」 10종(벼, 사과, 배추, 딸기, 토마토, 상추, 

잎들깨, 참깨, 당귀, 느타리버섯)을 실수요 농업인에게 작물별로 2,000 내지 5,000부씩 배부하였다. 향후 대

상 작물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2014년 내 맥류, 고추, 수박, 부추, 감귤에 대한 「GAP 생산 가이

드」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GAP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GAP제도를 활

성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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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뿌리썩음병 조기 진단 및 

방제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한경숙 031-290-6233, kshan9@korea.k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Method for Ginseng 
Root Rot

뿌리썩음병균에 감염된 인삼 뿌리는 표면이 붉게 변하는 적변현상을 나타내며, 병이 진전되면서 조직 내부

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표면의 적변현상에서는  Cylindrocarpon destructans 균이, 내부의 검은 

증상에서는 Fusarium solani 균이 각각 분리되어, 증상별로 관여하는 병원균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또한, 인

삼밭 토양이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프라이머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양으

로부터 직접검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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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뿌리썩음병 발병증상별 병원균 분리 >

인삼 뿌리썩음병은 뿌리 껍질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적변현상에서는 뿌리썩음병 병원균(Cylindrocarpon 

destructans)이, 뿌리 내부에서는 병원균(Cylindrocarpon destructans)이 먼저 뿌리 조직 안으로 침입한 후, 다

른 토양 병원균인 Fusarium solani 균이 검은색 병징을 나타내면서 고온기에 발병이 확산되어 병이 심해지게 

된다. 

<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용 프라이머를 이용한 토양내 병원균 진단방법 >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유전체를 추출하지 않는 진단용 프라이머를 개발하여 인삼에 발생하는 뿌리썩음병

균(Cylindrocarpon destructans)만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 토양의 뿌리썩음병균 오염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 병든 식물체 조기제거로 전염 억제 >

인삼 재배농민에게 뿌리썩음병 피해증상별 분리병원균 확인으로 피해발생주에 대한 발생증상별 병징 구분 

후 조기제거를 통해 뿌리썩음병이 전염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인삼 재배 전 토양의 병원균 감염여부 진단으로 뿌리썩음병 피해 예방 >

인삼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썩음병균 만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개발하여 인삼밭 

토양이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토양으로부터 곧바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삼 뿌리의 적변증상에서 뿌리썩음병 병원균 분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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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밭 토양병 조기 진단 및 

선충 방제기술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한경숙, 031-290-6233, kshan9@korea.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031-290-6227, hhkim8753@korea.kr

Early Diagnosis of Soil-Borne Diseases and Prevention Method 
for Nematodes from Repeated Cropping of Kimchi Cabbage

원예작물을 오랫동안 재배하다 보면 토양속에 병해충이 증가하여 작물의 연작장해가 발생한다. 효과적으로 

토양병을 방제하기 위해 배추를 심기 전에 배추밭 토양속에 병원균의 유무를 알아낼 신속한 진단방법을 개

발하였다. 또한 뿌리혹선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자 유용한 미생물을 선발하였고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

도록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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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재배지 토양에서 뿌리혹병 병원균 정밀진단기술 개발 >

배추에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혹병이 배추밭 토양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전자적 기술

로서 탐색용 프라이머 2종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배추밭 토양에서 뿌리혹병 병원균(Plasmodiophora 

brassicae)만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 뿌리혹병에 토양이 감염된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방제할 수 있다.

< 뿌리혹선충 친환경 방제용 미생물 대량배양법 개발 및 산업화 >

식물체에서 분리된 병원균(Myrothecium roridum)을 활용하여 국내 시설원예작물에서 피해가 많은 뿌리혹선

충의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였다. 미생물 배양기에서 배양된 병원균은 120℃에서 멸균한 후 배양액만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뿌리혹선충의 방제효과는 배양액을 물과 100배 섞어서 처리하면 75% 이상이었고, 대량 

배양기(100리터)에서도 배양에 성공하였다. 

< 배추 재배지 토양에서 뿌리혹병 병원균 정밀진단기술 개발 >

토양에서 뿌리혹병 병원균을 진단할 수 있는 소요시간이 기존 1개월에서 3일로 단축되는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비싼 외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

< 뿌리혹선충 친환경 방제용 미생물 대량배양법 개발 및 산업화 >

뿌리혹선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초기반 기술로서 선충 방제용 약제를 생산한다면 120억원 이

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프라이머 : 특정 유전자 서열에 대하여 상보적인 짧은 단선의 유전자 서열로서 PCR진단, DNA sequencing 등에 이용된다. 

배추뿌리혹병 진단 배추밭 진단기술 살선충 미생물 대량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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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산물 이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조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동욱, 031-290-1656, poultry98@korea.kr

Manufacturing Functional Feed Additives by Using 
Agricultural Byproducts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자원화 및 수요시장 창출은 축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을 위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농식품 부산물 유래 유용물질을 탐색, 

선발하고 기능성 사료첨가제 및 천연 풍미 보존제를 개발·산업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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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 유래 유용물질 탐색·선발 및 산업화 기술 구축 >

농식품 부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뽕잎, 포도), 케르세틴(양파), 프로안토시아니딘(포도), 헤스피

리딘(감귤), 나리루틴(감) 등의 유용물질을 탐색·선발하였다. 또한 이들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기능성 사료첨

가제 및 천연 풍미·보존제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산업재산권(19건)을 출원하고 기술이전

(8건)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 및 산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다.

< 농식품 부산물 유용물질의 이용 효과 구명 및 적용기술 구축 >

개발된 부산물 유용물질 함유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가축에 급여하여 생산성 개선, 스트레스 저감, 면역 조절 

및 장내 미생물 안정화 효과를 구명하고 가축별 적용 기술을 구축하였다. 이들 유용물질을 축산물(육류, 발효

유 등)에 처리하여 풍미와 보존성을 증진시킨 축산가공품(돈육 패티, 프레스 햄)을 개발하였다. 또한 프로시

아니딘 처리 항산화 포장재를 개발하여 신선육 및 축산가공품의 저장성을 개선하였다.

< 농식품 부산물의 자원화로 사료비 절감 >

재활용되지 않거나 저가로 이용되는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자원화로 농식품산업의 신소득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부산물 유용물질 함유 기능성 사료첨가제 및 천연 풍미·보존제를 사료 및 축산가공 

분야에 적용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사료첨가제 개발 유용물질 정량 분석

폐사율 감소 효과 보존성 개선 효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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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해석 시스템

애기장대에서 산업용 원료 하이드록시 지방산 대량 생산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 누에분말

가뭄을 이겨내는 작물 유전자 생리기작 규명

박테리아 타깃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신규 항생물질

새싹보리의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효과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모델 제시

콩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화

비 콩과식물의 질소고정 메커니즘

감귤 바이오겔 대량 생산 균주

수경재배 인삼 잎, 미백 화장품 소재화

유전체 연구 활용을 위한 고추ㆍ무 핵심집단 구축

폭발물ㆍ마약 탐지용 복제견 생산

재래가축 DNA 해독과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형질전환 복제견 생산

한우 육질, 육량, 성장 관여 유전자 발굴

체세포핵이식 기술로 백한우 복원

한국형 종돈 생산을 위한 유용 유전체 정보(SNP) 발굴

이종 장기 영장류 이식 효율 향상 

돼지 Rag-2 유전자 적중 면역결핍 미니 복제 돼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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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윤은영, 031-290-8576, yuney@korea.kr

Registration of Insects as Food Ingredients

UN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미래의 대체식량으로서 곤충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현재까지 메뚜기와 누에를 제외한 나머지 곤충은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용으로 제조와 판매

가 불가능하다. 이에 곤충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록 추진하였다. 3종 곤충에 대한 제조방법, 원료 특성 분석,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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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원료 등록 위한 곤충의 과학적인 성분 및 안전성 구명 >

농가에서 대량생산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3종의 식품등록을 위

해 위생적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성상을 가지기 위한 세척, 배변, 살균 등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인체에 

유익함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성분, 구성아미노산, 지방산 조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50% 정도로 고단백이고, 불포화지방산이 약 70%이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금속, 병원성 세균 등 유해물질 분석, 알러지 혈청시

험, 단회, 유전(소핵, 염색체이상, 복귀돌연변이) 및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갈색거저리는 모든 

독성시험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조만간 식약처에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요청 할 예정이다.

< 다양한 식품산업 분야에 곤충 적용 >

곤충을 원료로 일반인을 위한 메뉴개발을 통해 다양한 단체(학교, 회사, 관공서 등)에 급식메뉴로 활용 가능

하며,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 메뉴개발을 통해 병원 등에서 환자식 메뉴로 활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낮은 유아, 환자, 노인 등 취약집단을 위한 다양한 제품도 개발할 수 있다.

곤충의 영양성분 비교 분석

갈색거저리 시제품 디자인 개발 식용곤충 가치 홍보 및 FAO번역서 발간

장수풍뎅이 항비만 효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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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해석 시스템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설영주, 031-299-1634, yjseol@korea.kr

Analysis System for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Data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기의 등장으로 대량의 유전체 정보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는 대용량 농생명 유전체 정

보를 분석 서비스할 수 있는 바이오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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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물 대량 유전체 분석 서비스 구축 >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차세대 유전체 서열과 같은 대용량 유전체 전용 분석 프로그램 8종(신규 유전체 해

독, 발현 유전자 분석, 단일 염기서열 분석 등)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8개의 중앙처리장치와 3Tb급 메모리

의 대용량 분석서버가 구축되어 있으며 392Tb (인간 100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량)의 대용량 저장장치로 구

성되어 서비스된다. 

< 농생물 대량 유전체 활용 맞춤형 육종 기반 제공 >

NABIC의 바이오컴퓨팅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인간보다 더 큰 유전체의 정보를 해독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용량의 DNA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

용 유전자 정보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육종, 고부가 농업 유용 정보 발굴 

등 산업화 및 현장 적용기반을 제공한다.

용 어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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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 정보 분석 활용 개념

NGS 분석 웹 인터페이스

농업생명공학정보포털

NGS 분석 파이프 라인

시스템 아키텍쳐

NGS 유전체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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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장대에서 산업용 원료 

하이드록시 지방산 대량 생산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김현욱, 031-299-1703, hukim64@korea.kr

Mass Production of Hydroxy Fatty Acid in Transgenic 
Plants

석유화학 원료를 대체할 하이드록시 지방산을 생산하는 기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피마자로부터 분리하

고 애기장대 모델 식물에 유전자 대사 공학을 통해 이식하였다. 하이드록시 지방산을 종자 지방의 최대 28%

까지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친환경 석유대체 생산 작물 개발에 기초 원천기술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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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서 산업원료인 하이드록시 지방산 생산 원천 기술 개발 >

피마자로부터 하이드록시 지방산을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PDAT1-2와 DGAT2 유전자를 개발하

여 이 두 유전자를 추가로 동시에 도입한 결과 세계 최초로 애기장대 종자 지방의 28%까지 하이드록시 지방

산이 증대되었다.

< 친환경 지속생산 가능 산업원료 생산 작물개발에 기여 >

오일작물의 종자 지방에서 최대 60%이상 하이드록시 지방산을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면 석유유래 

산업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 지방산 생산 작물의 개발이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하이드록시 지방산 : 점도가 높고 저온에 안정적이며 윤활성이 우수하여 비행기나 트럭 등의 윤활유로 이용되며 고성

능 기계에도 널리 이용된다.

※ 왼쪽 : 유전공학에 의한 하이드록시 지방산 생산 대사 조절 
※ 오른쪽 : 3종 유전자 도입에 의한 종자에서 하이드록시 지방산 증진 효과. 

① : 하이드록시 지방산 합성 유전자,FAH12 도입시 (17%), ①② : PDAT1-2 추가 도입시 (23%), ①②③ : DGAT2 추가 도입시 (28%)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64

Part 05

75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 

누에분말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김성렬, 031-290-8411, ksr319@korea.kr

Production of Natural Antibiotic Feed Additive Using 
Silkworm

누에는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면 강력한 항생물질을 만들어 자기 몸을 방어한다. 이에 누에를 가축 사료

첨가용 천연항생제로 이용하고자 사람이나 가축에 유익한 유산균에서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뽑아내 인위적

으로 누에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강력한 천연항생물질을 지닌 누에를 생

산하여 닭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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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 이용 닭 생산성 향상 >

유산균의 펩티도글리칸 성분이 함유된 면역유도제를 복강에 주입해 강력한 항균펩타이드를 대량 생산한 누

에를 이용하여 닭의 사료에 섞어 먹일 수 있는 천연항생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를 닭 

사료에 0.01% 첨가 적용한 결과 체중이 3.7% 늘어났으며 사료요구율은 4.5%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

한 체내 코디졸 함량을 37.2% 감소시켜 스트레스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누에 이용 천연 항생제대체제 개발 >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 0.01%를 사료에 첨가해 먹였을 때 육계 수당 105원의 수익이 발생해 육계 5만수 규모

로 연간 6회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약 3,150만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는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사료공정서 등록으로 기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천

연 사료첨가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누에 소비량 증가에 따른 양잠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사료요구율 : 체중 1kg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료량

※ 코티졸(Cortisol) :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외부 환경 변화 및 질병 유입시 급속히 상승함

누에 면역 활성화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 육계 체중 증가(g/수) 누에 천연항생제 홍보

살모넬라에 대한 항균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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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이겨내는 작물 유전자 

생리기작 규명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 김범기, 031-299-1726, bgkimpeace@rda.go.kr 

국립농업과학원 분자육종과 윤인선, 031-299-1727, isyoon@rda.go.kr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Drought Tolerant 
Mechanisms in Rice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사막화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 부문의 주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한발성 유전자 OSRK1의 결손 돌연변이를 제작하여 내한발성 기능을 향

상시켰다. 또한 작물 수분 발산의 주요한 통로인 기공개폐 조절 유전자의 특성을 규명하여 작물의 내한발성 

증진 기작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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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내한발성 증진 유전자 확보 및 기공 개폐 기작 규명 >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고유의 내한발성 유전자를 확보하였으며, 외떡잎식물의 기공 개폐에 주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유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공변세포 특이적인 발현을 유도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하였다.

< 내한발성 증진 작물 개발에 이용 >

세계 GM 종자시장 규모는 2015년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내한발성 GM작물개발은 글로벌 종자회사들의 

주요한 목표형질이다. 개발된 유전자, 프로모터 등이 주요 작물의 내한발성 GM작물개발에 적용될 경우 종자

주권 유지 및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용 어 설 명

※  기공 : 식물체의 잎과 줄기 표피에 존재하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구멍으로 물, 이산화탄소, 산소 등이 출

입하는 통로이다.

※ 공변세포 :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세포로서 공변세포의 팽압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  

인산화 효소의 결손돌연변이 유도에 의한 
내한발성 증진

기공개폐조절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및 전기생리학적 특성 규명

기공 개폐조절 유전자의 공변세포 
특이발현 특성 분석 

기공 개폐 조절 단백질 불활성화 유도 및 이를 
이용한  내한발성 증진 작물 개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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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 타깃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신규 항생물질

담당자 ●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강린우, 02-450-4090, lkang@konkuk.ac.kr

Novel Protein Interacting with Targeted Bacterial 
Enzymes

현존하는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로 인한 발병과 사망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슈퍼박테리아의 생장관련 단백질과 결합하여 구조를 변형

시킴으로써 감염과 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규 항생물질의 유도체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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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박테리아의 질병관련 단백질에 대한 상호작용 >

본 연구의 핵심기술은 슈퍼 박테리아의 타깃(target) 단백질의 구조체와 높은 결합력을 가지는 화학물질을 디

자인하여 생체 내에서 박테리아의 발병과 증식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 

합성능력이 필요하며, 각 물질과 타깃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정 타깃 단백질/효소의 저해제를 개발하는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전반에 폭넓게 사용

될 수 있다.

< 인간과 가축의 슈퍼항생제로 이용 >

기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거의 모든 신약개발 및 약제의 성능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로 그 활용

도 및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거대한 항생제 시장의 규모로 볼 때(미국 항생제 시장 : 연간 1조원) 경제

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특히, 인간질병을 위한 용도 외에도 국내에서 특히 문제시 되는 축산용 항생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용 어 설 명

※  단백질 구조체 : 길게 연결된 아미노산의 결합이 나타내는 입체적 구조를 말하며, 이 구조체에 정확히 맞물리는 화학물

질을 만들어 단백질의 기능성을 상실시킨다.

FabD 및 PDF 단백질 구조와 tight하게 binding된 신규 항생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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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파 후 13일 춘파 후 25일 춘파 후 37일 춘파 후 47일 춘파 후 53일

대진보리큰알보리

새싹보리의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효과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 서우덕, 055-350-1166, swd2002@korea.kr

Anti-hyperlipidemic and Anti-diabetic Effects of 
Barley Sprouts

현재 보리산업은 보리수매 중단, 재배면적과 소비량 감소에 따라 새로운 가공·이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재를 요구하고 있다. 새싹보리는 당뇨, 고지혈증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 건강기능 식품 소재 개발이 가능해 보리산업 활성화에 새

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새싹보리 기능성물질 고함유 전용품종을 선정하고 최대 생산조건을 확

립했다. 또한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핵심 지표성분 및 작용기작을 구명

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고지혈증과 당뇨병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큰알보리 대진보리

춘파 후 13일 춘파 후 25일 춘파 후 37일 춘파 후 47일 춘파 후 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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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보리용 전용품종 선정 및 최적 재배방법 확립 >

겉보리 중 ‘대진보리’, ‘큰알보리’를 새싹보리 전용품종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기능성물질 함량을 높이는 재

배방법을 구명한 결과, 생육온도는 22~25℃, 수확일수는 파종 후 10~13일이 가장 좋았다. 

< 새싹보리 추출물 및 지표성분의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효과 구명 >

새싹보리 유래 고지혈증,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핵심 지표성분인 폴리코사놀, 사포나린을 구명하고 지질 생

합성 및 당분해 효소 억제활성을 구명하였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 위약군 대비 총콜레스테롤은 약 12.6%, 혈

당은 약 6.4%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 친환경, 생활공감형, 농식품 6차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새싹보리」 >

새싹보리는 가정집 텃밭, 아파트 베란다 등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재배할수 있고 녹즙, 반찬, 

영양간식 등으로 활용할수 있는 생활공감형 소재이다. 또한 지자체의 청보리축제(용인농촌테마파크, 영광, 

제주도)등과 연계하여 농식품 6차산업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더불어 새싹보리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화 및 

실용화를 통한 보리 생산 농가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보리종자 1kg(893원) 파종 → 새싹보리 분말 450g 생산 가능(약 60,000원) (67배 부가가치 증가)

용 어 설 명

※ 폴리코사놀 : 콜레스테롤 경감 효과가 알려진 탄소 20개∼30개 화합물 9종이 중합되어 있는 지질 알코올 성분

※ 사포나린 : 당뇨병, 간보호 및 간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물질

새싹보리 주요 영양성분 기능성물질 정제, 구조동정 고지혈증, 당뇨병 효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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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모델 

제시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차영록, 061-450-0131, biocha@korea.kr

Korean Model for Bioenergy Production

섬유질계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이용을 위해 미국 듀퐁, 캐나다 아이오젠, 덴마크 인비콘 

등 세계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상업화 전 단계인 파일럿플랜트 수준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

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가 2015년 시행될 예정으로 바이오에탄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서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의 규모화 및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2011~2013년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하여 억새 바이오에탄올 생산 연구

에 활용하고 있다. 본 설비를 통해 억새 바이오매스를 하루 100kg 처리하여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15~20

리터의 무수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핵심기술인 바이오매스 전처리공

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속식 전처리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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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 파일럿플랜트 공정설비 구축 >

억새, 볏짚 등 초본계 바이오매스를 3mm크기로 시간당 200kg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설비를 구축하고, 연속

식 압출 전처리 시스템을 통해 일일 100kg의 바이오매스를 처리하고, 500리터 당화기와 700리터 발효설비

를 통해 에탄올을 생산하고 분별증류탑 및 탈수공정을 통해 99.5%이상의 바이오에탄올을 15~20리터를 생

산할 수 있다. 

< 연속식 전처리 기술 개발 >

옥수수와 같은 전분질과 달리 억새와 같은 섬유질 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효

에 필요한 섬유소만을 추출하는 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다. 바이오매스 전처리 공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

해 연속식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 거대억새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

국내 바이오에탄올 시장규모는 약 3억리터(2015년 E3사용시)이며 수변구역중에서 유휴지 5000ha에 거대억

새를 재배하면 바이오에탄올 3천만리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세계 자동차연료 시장의 바이오연료 

규모는 4,000만톤으로 예측되며, 향후 2050년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제품의 시장규모가 1.3

조 달러로 전망된다.

연속식 전처리 시스템 파일럿플랜트 공정도

용 어 설 명

※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바이오연료를 휘발유 또는 경유에 의무적으

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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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화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두류유지작물과 이병원, 055-350-1225, bwlee@korea.kr

High value-added Food Products from Leguminous 
Crops 

콩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고 있는 완전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과 같은 기능성 물질이 타 작물보다 많다. 콩 단백질의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가(PDCAAS)는 

0.99로 소고기(0.92)보다 우수한 단백질을 공급한다. 콩의 풍부한 지방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고시형 원료로 인정받은 기능성 물질인 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CLA) 생산 재료로 사

용될 수 있어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개발에 유리하다.  

콩을 이용하여 다이어트 기능성 효과가 입증된 공액리놀레산을 생산하는 효율을 높인 기술과 글루텐 함량을 

줄인 고품질 콩고기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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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용 다이어트 기능성 성분 CLA 생산 효율 증진 >

콩을 미생물로 발효하여 다이어트 기능성 성분인 CLA를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개선코자 CLA 생산효율이 뛰

어난 신규 유산균 2종을 선발하였고 두유에 효소를 처리하고 가수분해 기술을 더하여 CLA 생산 효율을 증가

시키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 글루텐 함량을 줄인 콩고기 제조 기술 >

콩고기 제조시 결착제로 사용되는 글루텐은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장내 염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글루텐 함량을 줄이기 위해 트랜스글루타미나제를 이용하여 글루텐 사용량을 30% 줄이면서도 항산화 활성

이 15% 증가된 고품질의 콩고기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 CLA를 함유한 다이어트 기능성 콩발효 식품 >

콩을 원료로 생산된 CLA 함유 기능성 콩 식품은 CLA 함유 콩요구르트, 콩고기, 과립형 제품 등 다양한 형태

의 발효 식품으로 개발되어  국내 다이어트 식품 콩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루텐을 줄인 콩고기 제품 >

글루텐의 단점을 개선한 트랜스글루타미나제 첨가 기능성 콩고기 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식미를 갖는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 콩고기 제품 개발이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공액리놀레산(CLA): 체지방감소를 돕는 건강기능성 원료, 일일섭취량 1.2g  

※ 글루텐: 밀이나 기타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식품 결착제 등으로 사용됨

일반두유의 지방산 발효두유의 지방산 발효조건에 다른 CLA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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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콩과식물의 질소고정 

메커니즘

담당자 ● University of Missouri, Gary Stacey, +1-573-884-4752, stacyg@missouri.edu

Nitrogen Fixation Mechanisms in Non-Leguminous 
Crops

콩과작물에 한정되어있는 근류균과의 신호전달을 통한 생물학적 질소고정 능력을 비 콩과작물에 도입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국내외 식물 신호전달 관련 석학을 중심으로 시스템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

를 통해 비 콩과작물의 질소고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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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질소고정능력이 부여된 비콩과 신기능성 작물 개발 >

콩과작물과 근류균과의 신호전달 분석을 통해, 근류균의 침입, 뿌리혹 생성과 관련된 면역반응이 체계적 신

호전달을 통해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콩과작물에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생물학적 질

소고정기구의 일부가 비 콩과작물인 애기장대에도 구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식물의 면역억제반응은 몇 가지 

수용체와 유도체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 질소고정을 이용한 효율적인 작물재배 >

현재 연간 1억 ~ 1억 8천만 톤 범위로 추산되는 생물학적 질소고정량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학술정보를 토대로 생물학적 질소고정 능

력이 부여된 신기능성 비콩과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 연간 1억 ~ 1억 8천만 톤

비콩과 모델식물 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산업적 질소고정량
: 연간 약 8,500만 톤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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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바이오겔 대량 생산 균주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김상숙, 064-730-4153, sskim0626@korea.kr

The strains for Mass Production of Citrus Biogel

감귤 바이오겔은 세포독성이 없고 수분함유량이 높아 화장품, 의료 및 IT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천연 신

소재이다. 특히 감귤 주스를 짜고 남은 부산물을 배지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감귤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겔 생산 배지의 개발로 생산단가를 약 

30% 절감시켰다. 겔의 생산 수율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맞춤형 균주 선발을 위해 지속적인 균주 

개량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생산 수율을 30% 이상 증대시킬 수 있는 맞춤형 균주 3종을 개발하였다.

< 개량 균주 : Gluconacetobacter sp. CRSS13-01 >

< 감귤 바이오겔 기반 세포지지체 및 식품 첨가물 개발 >< 감귤 바이오겔 생산 >

< 감귤 부산물 이용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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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바이오겔 생산 핵심 균주 개발 >

감귤 바이오겔의 다양한 산업분야 적용을 위해 바이오겔 생산 핵심 균주를 개량하였다. 개량된 균주 

Gluconacetobacter sp. CRSS13-01를 이용하여 생산된 soft형 바이오겔은 화장품 및 식품 소재로 적용이 가

능하다. Gluconacetobacter sp. CRSK13-11, CRSK13-12를 이용하여 생산된 Hard형 바이오겔은 의료 및 IT 

소재로 적용이 가능하다. 

< 농산부산물 활용 기술과 새로운 천연 소재 확보 >

감귤 바이오겔의 생산은 가공부산물을 배양원료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무살균, 무첨가, 정치배양으로 생산하

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연간 5만톤 이상 발생되는 감귤 부산물이 천연 신소재 ‘감귤 바이오겔’로 재탄생

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국내기술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천연 소재 감귤 바이오겔 개발 >

버려지던 가공 부산물과 개량 균주로 생산된 맞춤형 감귤 바이오겔은 창상치료용 패치, 인공 피부 및 세포지

지체 등의 의료용 소재와 천연물 원료를 혼합한 식품첨가용 소재로 활용가능하다. 이러한 바이오겔의 적용 

제품의 수요 증가는 감귤의 가공 납품 가격을 상승시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바이오겔 :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3차원 망상조직의 셀룰로오스로 나노 섬유구조를 가짐

※ 정치배양 :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균 등을 배양하는 것

개량 균주에 의한 바이오겔 생산 수율 증가 감귤 바이오겔의 소재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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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인삼 잎, 

미백 화장품 소재화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이대영, 043-871-5588, dylee0809@korea.kr

New Whitening Cosmetic Materials from the Leaves 
of Hydroponic Ginseng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은 9조원 이상으로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방화장품의 매출은 약 1.5조

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한방화장품 시장의 많은 부분이 인삼 및 홍삼을 가공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삼 잎에서의 화장품 소재 연구는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수경재배 인삼은 잎, 줄기가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

이 가능하며 시설재배를 통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고속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부

가 식·의약 및 화장품 소재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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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수경재배 인삼 잎에서 미백물질 발견 >

수삼 및 홍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삼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F5라는 물질을 수경재배 인삼 잎

에서 대량으로 분리하고 그 구조를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 진세노사이드 F5의 미백효과 입증 >

세포실험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일산화질소(Nitric Oxide)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

인하였고 제브라피쉬(Zebrafish) 모델을 이용하여, 검은색 및 갈색의 멜라닌(기미, 주근깨 및 반점 등을 일으

키는 원인)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하였다.

< 수경 재배 인삼 잎, 화장품원료로 새로운 변신 >

개발된 원료는 특허출원을 통해 가치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최대의 화장품 대기업에 기술이전(기술료 

48,600천원)을 하였다. 향후, 청정 인삼 잎 및 진세노사이드 F5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출시 계획으로 수경인

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제브라피쉬 모델 : 제브라피쉬는 작은 관상용 물고기로 최근 인간 병리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해부하거나 죽이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인삼잎 연중 생산 진세노사이드 F5 분리정제 수경인삼잎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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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연구 활용을 위한 

고추ㆍ무 핵심집단 구축

담당자 ●  (고추) 서울대학교 채소육종 연구센터 권진경, 02-880-4945, kwonjk@snu.ac.kr 

(무) 세종대학교 바이오자원공학과 박한용, 02-3408-4376, hypark@sejong.ac.kr

Construction of Core Germplasm in Capsicum and 
Radish

작물육종은 수많은 유전자원에서 우수한 형질들을 집적시켜 신품종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는 유전자원의 확

보와 확보된 유전자원으로부터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와 고추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첫 단계인 유전체 핵심집단 구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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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추와 무의 유전적 다양성 검정 및 핵심자원 선발 >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유전적 특성평가와 genotyping을 통해 병저항성과 맛, 색소, 유용물질 함량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품성을 지닌 개체들로 핵심집단을 선발하였다. 특히 이들 중 육종에 즉시 활용이 가

능한 형질이 포함된 최우수 개체들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 선발된 자원은 약배양이나 자가교

배 등을 통해서 유전형질을 고정시킨 후 증식하여, 우수한 신품종 육성의 재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슈퍼 채소 생산 >

핵심집단의 유전체 재해석 및 형질조사를 통해 유용 유전자와 그에 따른 분자표지를 발굴하여 품종 육성과 

유전자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후 이를 통해 무와 고추의 유전체 정보와 핵심집단을 이용한 지속적 분자

육종기술의 체계를 확립, 발전시켜 과학적인 첨단육종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 중에 쌓인 노하

우는 궁극적으로 수량성,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으며,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채

소를 만드는 데 근간이 될 것이다.

용 어 설 명

※ Genotyping : 유전체 서열상의 변이성을 밝히는 방법

※ 약배양 : 수술머리(약)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호모 상태의 식물체나 반수체 식물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 

Bio-MarkTM HD system 및 EP1 system을 이용한 SNP 유전형 분석방법 및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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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ㆍ마약 탐지용 복제견 

생산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김동훈, 031-290-1632, kimdhhj@korea.kr

Cloning of Explosive and Drug Detection Dogs

국가차원의 우수 특수목적견 생산·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 주

관 하에 5개 특수목적견 운영기관(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간 업무협약을 체결(2011.10.20)하였다. 이후 정부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

며, 2013년에는 복제 검역탐지견 1두, 육군 폭발물탐지견 6두, 경찰청 폭발물탐지견 5두를 생산하여 해당기

관에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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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운용 검역탐지견, 폭발물탐지견의 복제 생산 및 보급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를 채취 및 배양 후 동결보존 중에 있다. 

그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카이저’의 복제견 1두를 생산하였으며, 육군 폭발물탐지견 ‘아모스’의 복

제견 3두, ‘다이크’의 복제견 3두를 생산하였다. 또한 경찰청 폭발물탐지견 ‘미키’의 복제견 4두, ‘게로’의 복제

견 1두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복제견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군 군견훈련대, 경찰청 경찰특공대에 보급되

었으며, 현재 복제견들은 해당기관에서 목적에 맞게 훈련이 진행 중에 있다. 보급된 복제견 중 농림축산검역

본부 검역탐지견 1두는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현재 인천 국제공항에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 중에 있다.

< 국가검역·국경안보에 기여 및 행정효율 제고 >

정부기관 내에서 운영 중인 탐지견(검역, 마약, 폭발물 등), 수색견, 인명구조견 등 우수한 능력을 가진 특수

목적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각 정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국가검역과 국경안보에 크

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견의 생산·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특수목적견 : 개의 뛰어난 후각 및 운동능력을 활용하여 특수한 목적에 활용되는 개로써 마약탐지견, 폭발물탐지견, 인

명구조견 등이 있다.

복제 검역탐지견

특수견 정책협의회

복제 육군폭발물탐지견

복제 특수목적견 홍보

복제 경찰폭발물탐지견

복제견 인수인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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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가축 DNA 해독과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경태, 031-290-1591, leekt@korea.kr

Genome Sequencing and Reference Genome Maps 
for Korean Native Livestock 

치열한 유전자원 경쟁시대에 토종 가축의 유전자원 활용과 보존 기술 개발은 필수이다. 이에 흑색계 토종닭

과 재래흑염소에 대한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과 집단 수준에서 유전체 비교 연구를 추진하였다. 유전체 수

준에서 복원된 재래계 중 흑색계, 오골계, 흰색계는 유전적 고정이 양호하며 외래 품종과 확연히 구별되지

만 유전적 고정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장수, 통영, 당진의 재래흑염소는 유전적으

로 매우 안정화되어 있으며, 부모 및 자손의 유전자 발현 비교를 통하여 총 30개 조직에서 평균 46개의 각

인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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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수준의 토종닭, 흑염소 표준 유전체지도 >

최신 염기서열 해독 기법을 통해 토종닭과 재래흑염소에서 각각 12.7 Mb와 11.9 Mb의 Scaffold N50의 표준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전장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계통분석 결과 외래토착종과 재래종이 확연히 구

분이 되지만, 재래종은 유전적 고정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래흑염소도 외래 염소

와 유전적 차이가 확연하였으며, 장수, 통영, 당진의 재래흑염소도 구분되어졌다. 

< 토종닭, 재래흑염소의 가축화 유전자 발굴 >

재래종과 외래토착종의 비교를 통해서 가축화 유전자를 탐색한 결과 재래종에서는 9개의 유전자, 외래토착종

에서는 6개의 유전자가 관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흑염소 부모에 대한 유전체 서열 정보와 그 자손의 30개 

조직에 대한 유전자발현체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흑염소의 조직별 평균 46개의 각인유전자를 발굴하였다.

< 토종닭 유전자원 보존 및 안정적 ‘우리맛닭’ 생산 >

15년간 복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토종닭에 대한 유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색 및 주요 경제형질 관련 분자육

종마커를 개발하여 ‘우리맛닭’의 안정적 육성을 통해 국산 품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가속화 >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의 교잡종이 시장에서 재래흑염소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래흑염소 

판별 분자마커 개발이 가능하며, 유전체 지도를 토대로 재래흑염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발마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각인유전자 : 부모 중 한쪽을 닮는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

※  전장 유전체 정보 : 전체 염색체의 DNA 염기서열 정보

<토종닭 5품종 12계통에 대한 전장 유전체 수준의 계통도> <재래흑염소와 교잡종, 보아종, 자아넨종에대한 전장 유전체 수준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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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질환모델 형질전환 

복제견 생산

담당자 ● (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황규찬, 02-2616-5658, hwangkc@sooam.org

Production of Transgenic Cloned Dogs for Preclinical 
Model of Alzheimer Disease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질환모델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의 손실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치매 

연구의 특성상,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좋고 행동학적, 수의학적 데이터베이스가 잘 갖춰진 개를 질환모델

동물로 이용한다면 이후의 알츠하이머 연구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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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복제견의 생산과 유효성 평가 >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단백질인 β-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의 타깃 유전자를 선발하

여 개의 체세포에 삽입한 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복제견(F1)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모

델견의 병리학적, 조직학적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뇌 부위별로 APP의 발현여부를 검증하여 질환모델을 구

축 예정이다.

< 치매의 극복, 삶의 질 향상 >

알츠하이머 치매에 따른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를 넘어서는 미화 6,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010년). 가장 효과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 모델 개의 생산 기술 확보는 기존의 쥐를 모델로 하며 겪

었던 임상실험의 실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  알츠하이머 : 기억력의 점진적인 퇴행을 가져오는 뇌의 이상에서 오는 병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심각한 

사고, 기억, 추론 등 지적기능의 상실을 가져오는 치매(dementia)증상에 이르게 된다. 

< 알츠하이머 질환모델견 생산과정 >

< 알츠하이머 질환모델견의 상이한 뇌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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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질, 육량, 성장 관여 

유전자 발굴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임다정, 031-290-1606, lim.dj@korea.kr

Selection of Signatures in Hanwoo for Meat Quality, 
Quantity and Growth

진화적 관점에서의 집단 간의 유전분석은 그 집단이 오랜 세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가축 품종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다. 한우는 지난 40여년 간 국가단위 개량사업을 추

진하여 육질, 육량을 중심으로 개량되었다. 따라서, 한우의 경제형질과 관련하여 진화적 관점에서 가축화

(domestication) 과정을 유전적으로 추적하여 한우의 특이유전체 영역을 발굴하였으며, 여기에 존재하는 유

전자군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 지방대사, 근육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군이 해당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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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의 개량을 진화론적 관점으로 풀어 >

아시안 육우 품종간 진화분석을 통하여 한우에서 고유하게 보존되고 있는 유전체영역을 분석한 결과, 31개 

영역이 오랜 시간 한우의 개량에 있어서 다른 품종과 다르게 진화적으로 선택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31개 

영역 중에서 품종 간 단일염기서열변이의 발현빈도와 유전적 구조를 조사한 결과, 생산성과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의 단일염기서열변이가 다른 품종에 비해 한우 집단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강한 연관불

평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근내지방을 포함하여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한우개량

의 효과가 유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라고 사료된다.

< 효율적 분자육종을 위한 육종소재 발굴 및 정보제공 >

발굴된 한우 품종 특이적인 유전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량의 소재로 활용가능하며, 한우를 비

롯한 다양한 가축의 분자육종모델에 응용 가능하도록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한편, 유전적 요인을 규

명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아시안 육우의 근연관계

품종 간 유의한 마커 비교분석

아시안 육우의 유전인자 공유 분포

품종 특이 유전자군 네트워크

아시안 육우의 진화적 신호

4개 품종의 연관불평형 구조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92

Part 05

89
체세포핵이식 기술로 백한우 

복원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고응규, 063-620-3535, kog4556@korea.kr

Restoration of White-hanwoo Breed Using Somatic 
Cell Cloning Technology

조선시대 고문헌인 조선우마의방에는 칡소, 흑우, 백한우, 청우, 황우 등 다양한 모색을 가진 한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황색 한우를 제외한 특이 모색을 지닌 희소한우는 거의 사라져 멸종 위기 상

태가 되었다. 잃어버린 희소한우 유전자원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일부인 칡소, 흑우, 백한우 

복원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백한우는 알비노 증을 가진 희소 품종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번

에 복제한 1두를 포함 15마리가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사육되고 있는 멸종위기의 가축유전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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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식 기술을 이용 폐사한 씨숫소로부터 백한우 복원 성공 >

이번에 생산된 백한우는 씨숫소로 활용할 백한우가 폐사하기 전에 동결보존된 세포주를 이용 복제란을 만든 

후, 일반한우에 이식하여 2013년 3월 34kg의 건강한 복제 백한우를 생산하였다. 우리의 복제란 생산과 이식기

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3개월 수태율이 30%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복제기술을 구축하였다. 백한우 복원뿐만 

아니라 2014년 1월에 특허 등록된 호르몬처리에 의한 수정란 대량생산기술(수정란 : 5.5개(기존) → 10.9개/두, 

생산비 55% 절감)은 한우의 조기증식과 당대개량을 가속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희소한우 유전자원,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로!!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백한우와 칡소 등 희소한우들에 대하여 기 개발된 수정란 대량생산 방법과 수정란

이식 기술을 접목하여 조속히 유효축군을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용 어 설 명

※  체세포 복제(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  복제대상 동물의 피부 등에서 체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고, 난자제공 동

물로부터는 난자를 채취하여 핵(난자 고유의 유전물질인 DNA)을 제거한 뒤 체세포를 주입하여 복제수정란 만들고, 이

러한 복제수정란을 대리모 동물에 이식하여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과 유전정보가 동일한 복제동물을 만드는 기술

※  수정란이식(Embryo Transfer) : 유전적으로 우량한 암소에 호르몬 처리하여 다수의 난자를 배란되게 해 우수한 종모

우의 정액으로 수정시킨 후, 착상 전에 자궁에서 수정란을 회수해 능력이 낮은 암소의 자궁에 이식, 임신케 함으로 일

시에 다수의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수 동시개량 기술이다.

체세포복제 백한우 생산 모식도 백한우 복제란의 발달과 수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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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종돈 생산을 위한 유용 

유전체 정보(SNP) 발굴

담당자 ●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서강석, 061-750-3232, sks@scnu.kr

Detection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o Produce 
Korean Landrace Breeding Pigs

육질은 돼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질이다. 육질은 한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에 의하

여 결정된다. 우수종돈 선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육질형질들을 고려한 후보유전자 발굴이 필요하다.

FTA체결로 인한 수입돈육의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과 종돈 로열티 절감 전략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개량된 종돈의 육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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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SNP 칩을 이용한 한국형 종돈 선발 체계 설정 연구 >

우수한 품질의 한국형 개량 종돈을 육성하고자 SNP 칩을 이용한 유전체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육질 

관련 표현형질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유전자를 찾기 위해 유전체 데이터를 획득·분석하여 유전형질만으로 

표현형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품종을 고정하며, 최고의 육질을 위한 적절한 

사료(pH) 조절 매뉴얼까지도 염두에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돼지 생산 >

우수한 한국형 부계 종돈의 조기 선발이 가능해지면 돼지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소비

자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통해 종돈  전문가를 육

성함으로써 양돈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종돈 : 품종 개량과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씨돼지

※  SNP 분석 :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의 약자. 한 개의 염기서열 단위의 변이를 토대로 특정 표현형과 연관된 핵

심 유전자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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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장기 영장류 이식 효율 

향상 

담당자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윤익진, 02-2030-7583, ijyun@kuh.ac.kr

Improving the Xenotransplantation Efficiency Using the  Multi 
Transgenic Cloned Pig Made for Transplantation and Immune Tolerance

국민의 수명 증가와 더불어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장기이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

고 있지만 장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면역제어 돼지의 장기가 고려되고 

있으며,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에 대한 이식수술을 성공함으로써 이종장기 이식의 첫 단추를 꿰는데 성

공하였다. 

< 수술 후 1일 > < 수술 후 3일 > < 수술 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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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돼지-원숭이 간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제어 >

초급성 GalT 유전자를 넉아웃 시킨 알파갈 적중 돼지를 생산한 후, 면역유전자가 삽입된 돼지 체세포와 사람 

말초혈관림프구와의 반응을 통해 세포 증식률과 사멸률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 초급성 거부반응이 제어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식 후 15일까지 심장이식 개체가 좋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음식 섭취 및 체온, 체중이 

양호하였고, 특히 복부에 이식된 심장의 박동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 돼지 장기의 인간 적용 >

지속적인 이종간 심장, 신장을 비롯한 장기 이식이 수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돼지 췌도 세포의 영장류 이식에 

관한 연구와 면역 억제제(MD-3)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알파갈 유전자가 넉아웃 된 초급성 면역제어 뿐만 

아니라 혈소판 응집, 섬유소 침착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이식 후 혈관성거부반응 등도 함께 제어되는 다중면

역억제돼지가 현재 개발 되고 있다.

용 어 설 명

※ Gal-T 넉아웃 :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를 제거함

※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 장기이식 직후 일어나는 림프성 면역 거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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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Rag-2 유전자 적중 

면역결핍 미니 복제 돼지 생산

담당자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김진회, 02-450-3687, jhkim541@konkuk.ac.kr

Rag-2 Gene-targeted Mini-pig and its Application in 
Vivo Large Expansion of Human

면역거부 유전자를 가진 돼지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이식에 사용되는 형질전환 돼지 유래 세포나 장기가 

여전히 사람과 달라서 이식 후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성이 없는 맞춤 장기 생

산용 돼지를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사람 조혈 줄기세포의 생체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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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면역결핍 미니 복제 돼지 생산 >

B림프구와 T림프구의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인 Rag-2를 결손시킨 유전자 적중 세포를 분리하여, 체세포 복

제기술을 이용해 복제돼지를 생산하였다. 대립유전자에 모두 Rag-2유전자가 적중된 개체의 경우, 비장과 림

프절에서 항체반응을 일으키는 B세포와 T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맞춤형 장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

선천성 면역결핍 형질전환 미니복제 돼지의 조혈조직을 이용한 인간줄기세포의 대량 증식 및 배양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백혈병을 비롯한 다양한 혈액질환 치료용 치료제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또한 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생체 배양을 통한 맞춤형 장기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림프구 : 무과립성 백혈구의 일종으로 면역 체계에서 항원-항체 반응에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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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연계한 채소재배 

매뉴얼 및 학교텃밭 모델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문지혜, 031-290-6131, jhmoon@korea.kr

Teaching Manuals for Vegetable Cultivation and 
School Vegetable Garden Model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적 인성과 녹색정책에 기초한 생태, 환경, 자연 등을 소재로 현장체험이 가능한 스쿨

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교구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과 텃밭 정원 모델을 개발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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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초등학교 원예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

『상추 쑥쑥! 과학 쏙쏙!』 원예 중심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미니정원 관찰키트, 씨앗 관찰키트 등 체험학습용 교

구를 개발하였다.

< 교육용 정원 조성 매뉴얼 및 모델 개발 >

뿌리채소, 김장채소 등 교사를 위한 스쿨가드닝 매뉴얼과 설계기준,  설계도면, 비용, 식재식물 등 교육용 옥

상텃밭정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 학교텃밭 정보포털 ‘학교텃밭-텃밭에 다 있네’ 구축 및 서비스 >

수준별 5개 섹션으로 구성(www.rda.go.kr/schoolgarden), 준비, 시작, 발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

보,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 흥미롭고 건전한 교과교육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

교육계의 농업 비전문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와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을 매개로 한 교과교

육 의지를 확산한다.

< 학교 내 교육적 녹지 공간 확대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 >

교육용 텃밭 조성, 관리 방법과 모델 제시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용 어 설 명

※ 교구(敎具): 학습을 구체화·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인터넷의 관문이 되는 사이트라는 뜻으로, 초기에는 인터넷을 항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특정 테마를 가지고 한 영역에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의미

상추통합탐구프로그램 교육용 옥상정원모델 씨앗 관찰키트 교재 학교텃밭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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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형 녹색마을

담당자 ● 우석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010-3349-4279, mfusiontech@hanmail.net

Natural Circulation-based Green Villages

녹색마을 사업은 2008년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분야 에너지자립 및 탄소감축을 목적으

로 2009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위원회에서 범부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녹색기술을 투입하여 녹색마을의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원예-작

물을 연계한 자원순환 및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 실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축사에서 4,000두의 

돼지분뇨를 혐기소화방식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소형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폐열

은 소화조 보온 및 유리온실 등의 난방용으로 활용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농지에 투입하여 자원순환형 녹색마을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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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개보수하여 가축분뇨자원화 및 바이오가스

시설,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돼지분뇨를 혐기소화(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분해작용)하여 발생하

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고, 이 가스로 전소형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였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혐기소화조의 보온, 유리온실 등에 활용하고, 분뇨자원화 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양질의 액비와 퇴

비를 농지에 투입하여 경축(耕畜)순환 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4,000두의 돼지분뇨 2,176톤를 혐기소화 및 바이오가스발전시설 가동으로 가스 

14,672㎥, 전기 25,945kw를 생산하고 한전에 3,948천원 어치의 전기를 팔았다.

< 액비를 사용한 친환경 농업 및 청보리 2기작 확산 >

중촌마을은 2010년 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전혀 2모작을 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한 

결과 2012년에 가공용쌀(설갱벼) 25필지를 국순당과 계약재배하여 10톤을 납품하였고, 2012년 10월에 벼를 

수확하고, 청보리 25필지를 공덕농협과 계약재배 방식으로 2모작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2모작으로 청

보리 50필지 재배하였다.

< 경제체질 개선사업으로 시작 >

2013년 김제시가 추진하는 마을사업에 선정되어 GAP시설을 이용하여 절임배추 공동 수익사업, 기존의 영농

에 활용한 화학비료 대신에 친환경 유기질 액비 사용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과

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유리온실에 활용하는 융합형 첨단유리온실 구축으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시설 SCB-M 여과 친환경 시험포장 주민공동재배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탄소감축인정서 SCB-M액비 주요성분

주요성분 농도(%)

질소 0.13

인 0.02

칼륨 0.12

2013년도 년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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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생태자원 유지·관리 

기술과 체험 콘텐츠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김경희, 031-290-0289, khkim08@korea.kr

Management of Traditional Ecological Resources 
and Experiences

농촌마을 전통생태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전통생태자원

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체험객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체험콘

텐츠를 개발하여 전통생태자원의 활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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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전통생태자원 유지·관리 평가지표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농촌마을 전통생태자원의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습지, 소하천, 노거수의 3개 영역 19항목이

다. 세부적으로 습지 8항목, 소하천 5항목, 노거수 6항목을 개발하였다.

전통생태자원인 습지, 소하천, 노거수를 소재로 4유형의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마을의 생태자원을 한 눈

에 볼 수 있는 생태체험지도와 관람·관찰 체험(‘도란도란 찾아가는’ 생태관찰체험), 모험·레포츠 체험(‘일등 

하얀민들레 되기’ 놀이), 휴양체험(이야기 따라 떠나는 마을숲 여행) 등 유형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 농촌마을 생태자원의 관리현황 평가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용 >

농촌마을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인 습지, 소하천, 노거수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다. 이를 활용

해 마을에서 전통생태자원의 건강성을 좀 더 용이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생태체

험객의 특성에 따른 선호 유형별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법을 통해 농촌마을의 고유한 생태자원으로 체

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  전통생태자원 : 전통생태지식과 연관된 생태자원으로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축적된 지식, 행동, 믿음과 연관된 생태자

원을 의미함

※  노거수 :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 품치목, 정자목 등의 나무

습지 평가체계

관람·관찰 체험

소하천 평가체계

모험·레포츠 체험

노거수 평가체계

휴양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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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속 전통주 복원 및 

산업화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최지호, 031-299-0562, jhchoi@korea.kr

Resto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raditional 
Liquor Making 

전통주는 일반주류와는 달리 제조 시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

가 매우 높다. 주류산업에 있어 쌀의 활용은 쌀의 수급을 조절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일거양

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9년 8월 우리술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그 일환의 하나로 고문헌 속 우

리술 복원과 현대화를 통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라져

버린 전통주를 재현하고 과학적 해석을 통한 현대화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

는 전통주를 복원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생산업체에 기술이전되어 실용화함으로써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소

비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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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 다양한 전통주 복원과 전통기술의 지식재산권화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3종의 전통주를 복원하여 총 15종의 고문헌 전통주를 복원하였으며, 관련 

기술은 데이터화하여 복원전통주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인 ‘생쌀가루와 박력분

을 이용한 발효주 제조방법’이나 ‘볶은 통밀을 이용한 발효주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출원하여 전통양조기

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

< 복원 전통주의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 및 고문헌 전통주 책자발간 >

복원 전통주 중에 녹파주는 경남 함양의 전통주 명인에게, 아황주는 경기도 파주의 최행숙 전통주가에 기술

이전하여 상품으로 출시됨으로써 일반인들도 옛날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마시던 전통주의 맛을 볼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다양한 고문헌 전통주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풀어쓴 고문헌 전통주’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일반인

도 쉽게 고문헌 전통주를 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생활 속에 살아있는 전통주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통주 수록 고문헌 녹파주

아황주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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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농업기술 전수로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 주도

담당자 ●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김승희, 031-299-1088, vitis@korea.kr

Promoting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

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를 20개국에 설치하였다. 개도국에 설치된 KOPIA센터

는 주재국 국가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을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우리나

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진출 우리 농산업체에 대한 농업기술지원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의 발

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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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맞춤형 적정기술 공동개발·보급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조성 >

아시아 KOPIA센터에서는 베트남의 한국 우수 채소품종 보급 시범마을 육성, 필리핀의 벼 직파재배 파종 및 

재배기술 개발, 아프리카 KOPIA센터에서는 케냐의 양배추 다수확 품종 선발, 알제리의 시설 채소재배기술 

개발, 남미 KOPIA센터에서는 볼리비아의 주곡작물인 끼누아 육묘를 통한 재배법 개선 및 파종기를 보급하여 

생산성 증대를 이룩하였다. 현지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주재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농가보급을 

위한 시범단지를 통한 기술이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우리 농산업체에 대한 현지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미래 식량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공여 모델로 발전 >

현지에서 개발된 맞춤형기술을 현지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현지 농업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 및 농업기술개발 현장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현지 농민교육을 강화

하여 수혜국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OECD DAC(OECD 개발원조위

원회)에서 권장하는 원조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공여 모델로 정착시킨다.

용 어 설 명

※  KOPIA센터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의 약자로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개도국 농업협력기

관 내에 설치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공적개발원조

※ OECD DAC : 개도국 원조의 관리를 위해 OECD 내에 설치된 개발원조위원회

 우간다 대통령 방문 농업협력 요청

농민 대상 끼누아 파종기 설명(볼리비아)

KOPIA 센터 개방의날 행사(알제리) 

2013년 주재국 고위급 연수(한국)

신규 KOPIA센터 개소식(페루) 

농업투자 가이드북 발간(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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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의체로 아시아 농업

기술 가치사슬 형성

담당자 ●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권도하, 031-299-2277, afaci@korea.kr

Creating Agricultural Technology Value Chain through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2009년 창립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는 아시아 11개 국가들이 참여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농업기술 정보화, 식량 증산, 수확 후 관리, 농

축산물 안전성, 유전자원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자간 과제의 기획 및 평가, 고위급 워크숍,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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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CI 사업성과를 회원국 정책사업으로 확산 >

AFACI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한 사업성과들이 각국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성과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

히, 태국의 ‘옥수수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태국정부의 정책 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 ‘종자생산마을 조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네팔에서는 AFACI 국가과제의 수행을 통해 국가유전자

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각국의 기술개발 성과를 영농교본(10국 36종 80,000부)과 재배력(10국 31분야 61

종 263,800부)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각 회원국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기술보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아시아지역 농업기술 향상 >

AFACI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농업자원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옥수수 생산단지(태국)

회원국 주요작목 재배력 제작

국가유전자원센터 설립(네팔) 

회원국 영농교본 발간 배포

수확 후 관리 기술지도(스리랑카)

자색 벼 유전자원 발견(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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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및 

소비 트렌드 분석 

담당자 ●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조용빈, 031-299-2352, cho0yb@korea.kr

Consumer Panel Survey and Analysis on Food 
Consumption Trend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현대인의 소비트렌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에 소비자

가 선택하는 상품, ‘잘 팔리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트렌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장개방 확대와 대

형유통업체의 성장으로 바뀐 유통환경, 고령화, 여성지위 향상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향후 농식품 소비층별 생산 및 마케팅, 홍보 방안 전략을 제시하고자 농식품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고기 대신 과일, 빵 대신 씨리얼을 많이 먹어요

대형마트 덜 가고, 전통시장에서 정을 나눠요 2012년에 가장 많이 구입한 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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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TV “뉴스광장“(2013.5월) MBC-TV “뉴스투데이”(2013.5월)

연구성과의 핵심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농식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소비트렌드 연구 기반 구축 >

2009년부터 소비자패널 1,000가구를 운영 중이며, 구입액, 구입양, 가격, 규격, 구입처, 원산지, 친환경, 브랜

드 등의 자료가 담긴 총 75만 건(누적 300만 건)의 DB를 구축하였다. 자료를 통해 곡류, 채소, 과채, 과일, 육

류 부위별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생산, 판매를 위한 구매패턴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2013년 5월 농식품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소비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규제효

과, 소비자 가구 품목별 구매패턴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13년 8월 구매정보 분석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소비트렌드분석을 통한 농업인 마케팅 지원 및 정부 정책결정 지원에 활용 >

농업인, 농협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기와 소매업태가 결합한 목표시장 설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식품 구매

정보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기업, 유통기업,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과류의 요일별 가격분석 정보, 추석 직전 주요 농식품 구매정보 등 앞으로 소비자 수요 조

사를 통한 농식품별 연구 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 구매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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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농식품 해외시장 및 생산지 

조사를 통한 FTA 대응 지원

담당자 ●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위태석, 031-299-2336, wts@korea.kr

A Study on Agrifood Export Market in Response to 
FTA

농식품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대상국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대응력 제고방안을 도출하

였다. 한중,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시화되고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

의 소비자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인식과 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 발굴과 효과적인 시장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중 FTA에 대비하여 ‘중국의 주요 과수 생산관

리체계 분석’을 통해 사과, 배, 포도 재배농가의 작업체계,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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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인식과 유통 및 거래특성 >

효과적인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일본의 소비자·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수

행하였다. 일본에서는 총 2,100명의 소비자와 유통업자 60개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인식, 유통구조, 거래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참외와 애호박을 신규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농식품의 4P전략 및 STP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총 1,600명의 소비자와 유통업자 270개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인식, 유통구조, 거래특성 등을 조

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중국시장은 한국산 김치, 인삼, 파프리카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하였

다. 또한 중국시장에서의 한국농식품의 4P전략 및 STP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 수출대상국의 전략품목 설정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 >

수출대상국별 전략품목 설정에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수출대상국의 농식

품 유통구조와 거래특성을 고려한 시장진입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농식품 수출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상 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장에서 수용도가 높은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용 어 설 명

※  4P전략 : 기업이 통제 가능한 기술적인 마케팅도구인 제품(Product)전략, 가격(Price)전략, 유통경로(Place)전략, 홍보

(Promotion)전략을 조합하여 표적시장에서 목표로 하는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임.

※  STP전략 : 기업이 시장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목표시장을 설정(Targeting)하여, 정해진 목표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유리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위치를 설정(Positioning)하는 일련의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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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원 땅속 저수열 이용 온실 냉난방 시스템 전종길 100

원예원 노동력 덜 드는 인삼 해가림 시설 장인배 102

원예원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 기술 방경환 104

원예원 저비용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김지강 106

원예원 인삼 뿌리썩음병 조기 진단 및 방제 한경숙 150

원예원 배추밭 토양병 조기 진단 및 선충 방제기술
한경숙
김형환

152

원예원 감귤 바이오겔 대량 생산 균주 김상숙 178

원예원 수경재배 인삼 잎, 미백 화장품 소재화 이대영 180

원예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채소재배 매뉴얼 및 학교텃밭 모델 문지혜 202

축산원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박병호 40

축산원 양질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 및 헤일리지 제조 박형수 72

축산원 근적외선 이용 사료원료 메탄발생량 예측 이유경 74

축산원 중부지역까지 재배 가능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 품종 '그린팜' 지희정 76

축산원 수정란이식 기술로 젖소 우수축군 조성 윤호백 114

축산원 토종 '우리맛오리' 허강녕 116

축산원 식중독균 나노바이오 진단기술 오미화 118

축산원 버리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오영균 120



부록

연구기관별 주요연구성과

225

연구기관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축산원 육질이 우수한 국산 흑돼지 '난축맛돈' 조인철 122

축산원 국내산 승용마 육성·보급 김남영 124

축산원 집에서 만드는 어린이용 육제품 성필남 126

축산원 가축분뇨 액비 침전슬러지 제거 기술 정광화 128

축산원 농식품 부산물 이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조 김동욱 154

축산원 폭발물ㆍ마약 탐지용 복제견 생산 김동훈 184

축산원 재래가축 DNA 해독과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 이경태 186

축산원 한우 육질, 육량, 성장 관여 유전자 발굴 임다정 190

축산원 체세포핵이식 기술로 백한우 복원 고응규 192

경기도원 국산 장미 가공상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이영순 108

강원도원 왕고들빼기 '선향' 품종개발 및 보급 노희선 70

강원도원 고랭지 생산 여름 아스파라거스 수익모델 서현택 110

전남도원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 생산 및 규격품 생산 기술 이재신 112

경북도원 곶감용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송인규 38

경북도원 재래종 고추 '수비초' 안정생산 기술 장길수 68

건국대 박테리아 타깃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신규 항생물질 강린우 168

건국대 이종 장기 영장류 이식 효율 향상 윤익진 196

건국대 돼지 Rag-2 유전자 적중 면역결핍 미니 복제 돼지 생산 김진회 198

미조리대 비 콩과식물의 질소고정 메커니즘 Gary Stacey 176

서울대
세종대

유전체 연구 활용을 위한 고추ㆍ무 핵심집단 구축
권진경
박한용

182

수암생명공학
연구원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형질전환 복제견 생산 황규찬 188

순천대 한국형 종돈 생산을 위한 유용 유전체 정보(SNP) 발굴 서강석 194

우석대 자연순환형 녹색마을 조문구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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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어젠다 연구성과명 페이지

1 농경지 토양 물리성 현장 측정법 132

1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134

1 농림축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관리시스템 140

1 전통생태자원 유지·관리 기술과 체험 콘텐츠 206

2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꿀벌 육성 44

2 곤충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 수립 142

2 미생물 유래물질 처리에 의한 배추 생육촉진 및 무름병 방제 144

2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 158

2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 누에분말 164

3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대상국 잔류기준 설정 136

3 아시아 지역 이동성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138

3 식물 추출물 이용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기술 146

3 작물별 'GAP 생산 가이드' 개발ㆍ보급 148

4 양돈용 완전혼합사료(TMR) 제조 및 자동 급이 시스템 80

4 친환경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 82

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시뮬레이터 86

4 현장 이용형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 90

4 식중독균 현장에서 바로 검사 92

5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해석 시스템 160

5 애기장대에서 산업용 원료 하이드록시 지방산 대량 생산 162

5 가뭄을 이겨내는 작물 유전자 생리기작 규명 166

5 박테리아 타깃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신규 항생물질 168

5 비 콩과식물의 질소고정 메커니즘 176

5 유전체 연구 활용을 위한 고추ㆍ무 핵심집단 구축 182

5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형질전환 복제견 생산 188

어젠다 1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보존

어젠다 2 농업 생물자원의 실용화 

어젠다 3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어젠다 4 생산공정 자동화, 에너지 절감 및 농작업 안전기술

어젠다 5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초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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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어젠다 연구성과명 페이지

5 한국형 종돈 생산을 위한 유용 유전체 정보(SNP) 발굴 194

5 이종 장기 영장류 이식 효율 향상 196

5 돼지 Rag-2 유전자 적중 면역결핍 미니 복제 돼지 생산 198

6 재래종 고추 '수비초' 안정생산 기술 68

6 선물용 한과 포장 디자인 84

6 누룩곰팡이를 활용한 막걸리·약주 제조 표준화 88

6 식품성분표의 다양한 활용 94

6 고랭지 생산 여름 아스파라거스 수익모델 110

6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 생산 및 규격품 생산 기술 112

6 고문헌 속 전통주 복원 및 산업화 208

7 고객중심의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 42

7 사과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보존 46

8 흰잎마름병 K3a 균계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8

8 색 변함이 없는 보리밥, 쌀보리 '영백찰' 10

8 간편 즉석밥 '미소미', 건강 현미밥 '보드라미' 14

9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메수수 '동안메' 54

9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잡곡 품종육성·보급 58

9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수확 품종 육성·보급 62

9 고품질 다수확 참깨 '건백', 땅콩 '케이올' 64

9 콩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화 174

10 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를 찾다 16

10 고객 선호도에 맞춘 양파 '스위트 그린' 18

10 새싹보리의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효과 170

10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모델 제시 172

11 남부지역 '논 3모작' 시대 개막 52

어젠다 6 식품산업화 및 농식품부가가치 향상

어젠다 7 유전자원 수집/보존/활용

어젠다 8 논 이용 식량 안정생산

어젠다 9  밭작물 자급률 제고

어젠다 10 작물 기능성 및 부가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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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페이지

11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다안옥', 호밀 '씨드그린' 56

11 간척지 사료작물 안정생산으로 풀사료 자급률 향상 60

11 옥수수 수염에서 항치매, 항비만, 면역증강 물질 분리 96

12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배, 단감, 매실 신품종 20

12 해외서 인기많은 스프레이 국화 22

12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사과 26

12 껍질째 먹는 씨없는 포도 '홍주무핵' 28

12 FTA 대응 경쟁력 우위 감귤 '신예감', '탐도3호', '설봉미' 30

12 구근화훼류 국산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 32

12 빨리 수확하고 당도높은 키위(참다래) '골든볼' 36

12 배추 저장기간 연장 기술 98

12 저비용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106

12 교육과정과 연계한 채소재배 매뉴얼 및 학교텃밭 모델 202

13 뿌리가 굵고 병에 강한 인삼 '고원' 24

13 로열티 버는 우리버섯 신품종 34

13 노동력 덜 드는 인삼 해가림 시설 102

13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 기술 104

13 수경재배 인삼 잎, 미백 화장품 소재화 180

14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66

14 땅속 저수열 이용 온실 냉난방 시스템 100

14 인삼 뿌리썩음병 조기 진단 및 방제 150

14 배추밭 토양병 조기 진단 및 선충 방제기술 152

15 폭발물ㆍ마약 탐지용 복제견 생산 184

15 재래가축 DNA 해독과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 186

15 한우 육질, 육량, 성장 관여 유전자 발굴 190

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어젠다 11 경지이용률 제고 및 친환경 작물 생산

어젠다 12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어젠다 13 인삼특작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어젠다 14 원예특작 생산 환경 연구 및 현장 실용화

어젠다 15 가축유전자원 확보 및 신소재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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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페이지

15 체세포핵이식 기술로 백한우 복원 192

16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40

16 양질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 및 헤일리지 제조 72

16 중부지역까지 재배 가능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 품종 '그린팜' 76

16 수정란이식 기술로 젖소 우수축군 조성 114

16 토종 '우리맛오리' 116

16 육질이 우수한 국산 흑돼지 '난축맛돈' 122

16 국내산 승용마 육성·보급 124

17 근적외선 이용 사료원료 메탄발생량 예측 74

17 식중독균 나노바이오 진단기술 118

17 버리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120

17 집에서 만드는 어린이용 육제품 126

17 가축분뇨 액비 침전슬러지 제거 기술 128

17 농식품 부산물 이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조 154

17 자연순환형 녹색마을 204

18 감귤 바이오겔 대량 생산 균주 178

19 제주 맥주의 산업화 선도, 맥주보리 '백호' 12

기타 곶감용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38

기타 트랙터 부착용 4단계(이랑짓기~파종) 동시 작업기 50

기타 왕고들빼기 '선향' 품종개발 및 보급 70

기타 국산 장미 가공상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108

기타 선진농업기술 전수로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 주도 212

기타 다자간 협의체로 아시아 농업기술 가치사슬 형성 214

기타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및 소비 트렌드 분석 216

기타 농식품 해외시장 및 생산지 조사를 통한 FTA 대응 지원 218

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어젠다 16 가축 생산성 향상

어젠다 17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어젠다 18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공동 연구

어젠다 기타  ·농업기술경영 연구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사업  

·강소농 수익모델 현장접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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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제 공

담당자 연구기관 페이지

강린우 건국대 168

강현중 식량원 52

고상욱 원예원 30

고응규 축산원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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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빈 본청 216

조인철 축산원 122

조희래 농과원 132

지희정 축산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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