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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경제 파급효과 : 200억원/년

클로렐라를 활용한 유기농업기술

유기농산물 생산 시 친환경 병해충관리 어려움
현장의
문제점

유기농 병해충관리 기술개발 필요

유기농산물 생산시

병해충관리가 가장 어려움

*자료:KREI 2013

클로렐라를 활용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병해경감 저장성 향상 생육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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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효과

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로 농산물 가격경쟁력 저하
현장의
문제점

산업폐열의 재활용,

자원화 필요

난방비가 시설원예
경영비의 40% 차지

화력발전 에너지 60%는
온배수 형태로 배출

산업폐열의 에너지 활용

활용모델 개발

시설원예 경영비 에너지 폐기

시설원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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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경제 파급효과 : 1,291억/년

밭작물 수량을 올리는 핵심기술

밭작물 농가간 수량 격차 심함
현장의
문제점

수량격차 요인 분석 및 대응기술 농가 확산 필요

밭작물 농가간 수량격차 요인별 대응

격차요인분석 매뉴얼 배포 현장 적용

단위 : 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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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효과

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경제적 가치 : 2조 5,092억원/년

도시농업 개발기술 실용화

도시농업의 역할 부각 및 급격한 확대
현장의
문제점

도시농업기술 실용화

*10년 대비 15년

도시 텃밭 바이오 월

텃밭 모델과 작물배치법 등
맞춤형 홍보

식물의 공기정화기능 이용

도시농업기술 보급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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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10만ha 초지조성 : 70만톤/년 생산

산지초지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초지 생산성 낮은 하급초지 면적 29%에 달함
현장의
문제점

식생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하급초지 : 생초 생산량이 25톤/ha 이하인 초지

식생개선 생산성 향상

기존 초지의 식생개선 기술 적용에 의한
초지 생산성 51%(건물 수량) 향상

산지초지 개선으로 목초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필요

*생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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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효과

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사일리지 첨가제 수입대체 : 22억/년

조사료 품질 향상기술

조사료 지원사업 및 증산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품질문제 등으로 소비 정체

현장의
문제점

조사료 품질향상 및 품질 신속 평가 기술

조사료 품질향상 및 

품질 규격화 기술 개발 필요

미생물 첨가제 개발 조사료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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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양돈장 냄새 줄이는 기술

돼지 밀집사육에 따른 냄새 민원 야기
현장의
문제점

양돈장 냄새저감 패키지 기술개발

양돈장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돈사 내부환경 개선 돈사 외부환경 개선 급여사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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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개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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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이 좋고 병해에 강한 벼 개발

쌀 관세화, FTA 체결로 우리 쌀 대외 경쟁력 강화 요구
현장의
문제점

밥맛이 좋고 병충해 강한 최고품질벼 개발 보급

성숙기별 육성현황 재배면적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한 벼 품종 지속 개발

경제적 가치 : 1조 9천2백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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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개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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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자급을 위한 사료작물 개발

국내 사료수급 불안정, 조사료 자급률은 답보상태
현장의
문제점

국산 사료작물 품종 개발

품질우수한 국산 조사료

품종개발 보급 필요

조사료 수입 대체

사료용벼 ‘영우’ 종실 옥수수 ‘신황옥’ 트리티케일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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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개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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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갖춘 화훼

장미, 국화 등 화훼 로열티 지불이 농가 경영부담
현장의
문제점

수출 및 내수용 화훼품종 맞춤형 육성

로열티 절감(장미·국화·난) : 28.8억원(‘15)

국산 신품종 보급 확대로 대외경쟁력 제고 필요



해결 및 효과

품종개발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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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사과 신품종 개발

기온상승에 따른 사과 착색불량 등 품질 저하
현장의
문제점

사과 신품종 육성

온난화에도 적응이 잘되는

품종 개발 필요

경제적 가치 : 12조원/15년(기술수명)

홍 로

황 옥

아리수

루비-에스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함

녹황색이며 주스,
파이 제조에 적합

고온에서도
착색 및 식미 우수

탁구공 크기로 맛과
저장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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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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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꿀벌 장원벌 농가보급

밀원 감소에 따른 꿀 생산 감소로 양봉산업 위기
현장의
문제점

신품종 꿀벌 장원벌 농가보급

꿀 수집능력이 우수한 꿀벌 품종 

농가 보급 필요

경제 파급효과 : 700억원/년

단위 : 만통

신품종 개발 꿀 생산량증가 농가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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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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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맞춤형 발효식품 개발

· 대기업포진으로 농산업체 경영 어려움
· 신규장류 발굴 및 체험상품아이템 필요

현장의
문제점

소비자 맞춤형 발효식품개발

고문헌 수제 별미장 개발로

장류 신시장 창출

경제적파급효과: 56억원/7년(기술수명)

별미장 자가제조세트 농가실증(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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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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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팥 ‘아라리’ 지역 명품화

국산팥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연계한
지역특화로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필요

현장의
문제점

국산팥 ‘아라리’ 계약재배 증가 및 지역특산품

‘아라리’ 팥 소재로 한

지역특산단지 확대 및 지원

경제 파급효과 : 350억/년

경주 황남빵 천안 호두과자 횡성 안흥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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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파스타면 개발

쌀 소비 감소 및 쌀 소비트랜드 변화
현장의
문제점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새미면 활용한 쌀 파스타 개발

수입 파스타 50% 대체 : 9천톤/년 쌀소비

새미면 보급확대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가공전용 품종 쌀면 전용품종 재배단지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가공전용 품종 쌀면 전용품종 재배단지

가공적성에 맞는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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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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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개선효과 인삼, 우슬

고령사회 진입으로 골다공증환자 증가
현장의
문제점

약초 ‘인삼’과 ‘우슬’ 혼합 추출물 골다공증 개선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2,000억원(‘14)

천연물 유래 골다공증 개선제 개발 필요

복합추출물 골다공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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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
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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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을 위한

육제품 제조 기술 개발

소, 돼지 저지방 부위 소비 저조로 산업발전 걸림돌
현장의
문제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

육제품 제조법 보급 및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을 통한 육제품 소비촉진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을 위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

단위 : 천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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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돼지 생산 및 이식

장기부전 환자 급증으로 이식용 장기부족 심화
현장의
문제점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 돼지 생산 및 이식

동물생명공학기술 미래시장 선점

영장류 이식 부처간 협업

돼지를 활용한 대체 장기

개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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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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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수출 제한
현장의
문제점

맞춤형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필요

수출국가별 주요 작물별 지침내용

경제 파급효과 : 100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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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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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과일 수확후 관리 기술

· 딸기 수출요구는 증가하나 이송과정에 물러짐
· 수출용 키위의 후숙 처리방법이 불편

현장의
문제점

품질 좋은 과일 수출을 위한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딸기 선박 수출 : 10.6억원/년

과일 수출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필요

부패율 32%

홍콩, 러시아

딸 기 키 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로

선박 수출 성공

숯 이용 에틸렌발생제로

고품질 키위 수출 가능

화학약품 처리 등 후숙처리 불편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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