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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고 있는 배 산업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한 때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다양성 확대 및 육종 원천기술 확보

최근 몇 년간 배 소비와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배가 추석과 같은 명절 중심으로 소비되고

신화, 그린시스, 조이스킨 등 세 품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형질의 유전 분석, 병 저항성 기작

있고,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찾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석이

구명,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피 유전자원 선발 등 유용형질 탐색 및 도입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이른 경우 생장조절제(GA, 지베렐린)를 처리하여 일찍 수확한다. 배에 생장조절제를 처리하면 조기

품종들은 추후 계속적인 유전형질 개량이나 유용 특성 도입을 위한 연구의 중요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확은 가능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저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를 외면하는 원인이 된다. 예전

서양배는 동양배와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 종간교배 사이에서 특별한 배 신품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우리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장조절제 처리 없이 이른 추석에도 맛있는 배를 맛볼 수 있는 숙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질랜드, 일본 등 육종 선진국에서는 종간잡종 품종육성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빠른 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배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 편리성이 강화된 먹기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교배집단에서 유용한 품종을 선발하는 작업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쉬운 중소과를 개발해야 한다. 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과정이다. 품종선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SSR(Simple Sequence Repeat) 마커를 이용하여

맛있는 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한 점은 배 품종육성 연구의 원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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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추석용 배·껍질째 먹는 배·병저항성 배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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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이란 앞서간 선배들의
열정과 희생 위에 지금의
나 를 지나 그리고 , 후배
연구자와의 신뢰가 온전히
연결된 긴 기다림과 협동
의 산물이다 . 더 나은 것들
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선택이자 도전이다 .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
는 소질을 보유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문을 끊임없이 두
드려야 한다 . 산업의 재도
약을 다지는 동력원은 품
종이라 믿고 오늘도 우량
한 계통들을 찾기위해 포
장을 누빈다 .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원경호

논문 ▼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톡톡 튀는 개성 , 맛 좋은 우리 배 삼총사 개발 및 보급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개성을 담은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 「이른 추석용 배 ‘신화’」,
「병 저항성 배 ‘그린시스’」, 「껍질째 먹는 배 ‘조이스킨’」을 육성하였다.
신일섭

이인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배 수출시장 개척활로는 ‘신화’ , ‘그린시스’ , ‘조이스킨’ 이 열어

개발된 품종은 민간 종자생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하였으며 총 26백만원의 실시료를 받았다.

신화는 수확시기가 신고보다 15일 이상 빨라 생장조절제 처리 없이도 이른 추석에 최고의 맛을

이들 개발 품종이 갖는 총 생산 유발 효과는 신화 4.7억원, 그린시스 35억원, 조이스킨 12.6억원에 이를

선보이는 추석명절용 배이다. 황갈색 과피를 가진 중대과로서 당도는 13.0oBx 내외로 높고 상온에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배는 육질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여 국제시장에서도 호평 받고 있는 수출

30∼4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맛이 좋고 외관이 우수하여 최근 보급되고 있는 신품종 중 식재 선호도

작목이다. 2017년 2월에 중동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린시스와 조이스킨의 맛과 외관의 선호도를 조사한

및 보급 속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성과 나주지역 등 9개 시군에 88.2ha가 보급되어 2018년부터는

결과 85%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할랄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이 될 전망이다. 신화는 2015년에 일본에 품종출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중국에

서양에서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껍질째 먹는 식습관이 보편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껍질째 먹는 조이스킨

품종 등록되어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린시스는 동양배인 황금배와 서양배인 바틀렛을

품종은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종이다. 육질이 푸석푸석한 서양배와 비교하여 우리 동양배의

교배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종간잡종 배이다. 우리나라에서 배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으로 인해 서양에서 최고의 과실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출

검은별무늬병에 감염되는 비율이 낮아(신고 69.4%에 비해 그린시스는 3.3%) 약제를 이용한 방제 노력을

배의 품목 다변화를 통한 신상품 개발은 배 산업의 활로 개척의 필수요소이며, 우리가 개발한 맛좋은

절감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과실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우리배 삼총사는 머지않아 배의 국제 교역량 확대 및 국제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품종이 될 것으로

있다. 또한 과피에 큐티클 층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동녹 발생이 현저히 적어 상품성 있는 과실을 많이

전망된다.

Breeding of ‘Joyskin’
pear eating fruit with
the skin, Kor. J. Hort.
Sci. Technol(2016),
12:95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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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등 배 신품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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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수 있다. 조이스킨은 과피두께(55~65㎛, 일반 배 과피의 1/3수준)가 얇고 석세포가 적어 껍질째

사업명 ▼
원예특작시험연구(농촌진흥청)
과제명 ▼
배 고당도 신품종 육성
총연구기간 ▼
2009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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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의 8배에 달하는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껍질의 영양소까지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2인 가구 소비에 적합한 소과(320g)로 단체급식용 과실로
적합하여 차세대 유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린시스는 예산지역, 조이스킨은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07 기술이전

정부지원내용

용어해설

보급 중에 있다. 이들 품종은 먹기 쉬운 중소과이면서 기능성, 편리성, 안전성이 강화된 과일로서 배

동녹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활로를 개척하는 내수(일상소비용) 또는 수출용 과실로 유망하여 국내 과일 담당
경매사나 해외수출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추석용 배 신화

배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그린시스

껍질째 먹는 배 조이스킨

과피가 매끈하지 않고 쇠
에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
지는 증상, 거칠게 보이는
물질은 코르크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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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대사체를 이용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제시

에스트로겐은 여성건강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중년 이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대사체를 이용한 농업기술은 식물체에서 유효 활성물질의 함량을 크게 증가시켜 작물의 부가가치를

복부비만, 골다공증 및 지질대사 장애 등 대사성 질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인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본 결과는 식물의 대사체를 이용하여 개발한 농업 기술을 산업화까지

콜라겐 합성 및 분해에 관여한다. 갱년기 질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70억$(한화 약 19조원) 이상이며

발전시키는 첫 번째 연구사례가 될것이다. 이처럼 생명공학연구 분야인 기능성 물질 대사 기작, 기능성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에스트로겐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소재 발굴은 식의약 소재산업의

발현 제어 기술 그리고 식물 대사 시스템을 농업에 융합시켜 고부가를 창출하는 식의약 소재 생산은

절실한 과제이다. 대체제의 효능과 직결되는 에스트로겐의 수용체의 친화력(affinity)이 다른 소재와

가까운 미래에 농업의 모습 중 하나이다. ICT 기반 식물공장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재배기술은 큰 발전을

비교하여 제니스테인(genistein)과 다이드제인(daidzein)이 탁월하여 많은 천연물 과학자 및 제약사들은

달성하였으나, 식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가 없어 관련 산업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 고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소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식물공장 시스템에 작물재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성과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혁신 생물소재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논문 ▼
●

농민 고부가 소득 창출 및 식의약 소재 산업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생물소재는 콩이며 그 지표물질은 다이드제인과 제니스테인

본 기술은 일반 콩잎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자연계 최고수준으로 함유하도록

이다. 그러나 콩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과량 함유되어 있어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성 콩잎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이다. 특히 본 농업 기술은 농민들이 쉽게 현장에 적용 가능하여

가공용으로의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콩잎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고함유된 기능성

재배기술 적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농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은

콩잎(파바톤 콩잎)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허로 재배기술이 보장되어 있어 지속적인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세계 최초 기술로서 외국산 수입에

파바톤 콩잎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체 중 최고 수준이며 식물성

대응하여 국내 독점 생산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온전히 기여 할 수 있다. 콩의 최적 재배시기가 6~7월

에스트로겐 외에 아스파라긴(asparagine),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 등 유리아미노산을

(60일)로 시금치, 보리, 마늘 등의 윤작이 가능하며 또한 벼 대체 작물로 적합하다. 개발한 식물성

다량 함유(추출물의 30%이상)하여 부가적인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식의약 소재로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파바톤 콩잎)은 에스트로겐 대체제로 우수한 기능과 가공적성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 식용 가능한 생물 소재로 적시되어 있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가 가능하고 여성들의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 활성 평가시험에서 콜라겐 생성, 지방분해, 골다공증 완화 등및 갱년기 질환에

주요 연구개발 성과

Ethylene Induced a
High Accumulation of
Dietary Isoflavones
and Expression
of Isoflavonoid
Biosynthetic Genes
in Soybean (Glycine
max) Leaves. J. Agric.
Food Chem., (2016),
Vol.64(39)

특허 ▼
●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
함량 콩잎 및 그 제조방법 ,
10-1451298

●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
함량 콩줄기 및 그 제조
방법 , 10-1607188

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사업화 ▼

이소플라본(isoflavone)이 생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CHS(chalcone synthase), IFS(isoflavone

●

synthase) 등을 규명하여 그 생합성 메커니즘을 완성하였으며 대사체와 단백체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여

●

새로운 생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본 기술은 갱년기 유래 대사성 질환 완화 및 피부미용 등 용도로

06 순수기초 ·인프라

높은 효능이 관찰되어 앞으로 글로벌 식의약 소재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05 융합기술

강상수

육흥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04 정보·전자

송영훈

갱년기 유래 여성 질환에 대응 할 수 있는 생물소재 필요

03 에너지·환경

ㅣ공동연구진ㅣ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02 생명·해양

박기훈

식물체의 활성대사체
(Bioactive substances) 는
함량이 낮아 산업화 기술
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작물의 대사체 함
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은 본 연구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기술 영역이었
다 . 모험적인 도전을 구체
적인 성과로 달성될 수 있
도록 인내하고 노력하신 연
구자들께 감사드린다 .

01 기계·소재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롯데정밀화학 ,
정액기술료 600 백만원
㈜제이씨엔팜 ,
정액기술료 1,000 백만원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지원내용
07 기술이전

사업명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촌진흥청)
과제명 ▼
주요작물의 대사체 Flux 규명 및
유용물질 생산
총연구기간 ▼
2015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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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체 생산농업 기술에
의한 기능성 콩잎 개발

기능성 콩잎(파바톤)
추출물의 동물 활성평가

콩잎의 에틸렌과 이소플라본
생합성 경로 규명

용어해설
대사체 농업
대사체 농업(Metabolite
Farming)이란 식물의(작
물) 주요 활성 물질의 함
량을 증가시켜 가치를 높
이는 농법

02. 생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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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연구진
Real Story

불모지에서 접목선인장 세계 수출 1 위 국가로 성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농업연구사
063-238-6841
pmpark@korea.kr

수출과 소득증대 위한 품종 필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유전자원과 접목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품종개발

접목선인장은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인의 정성의 산물이다. 두 개의 선인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산하기

개발된 많은 품종과 수집된 유전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때문에 만들고 키우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빨강, 노랑, 분홍, 주황 등 다양한 색상과

등록된 품종과 유전자원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전자원 소실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흔히 꽃에 비유되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의 접목선인장은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된 국산품종 관련 정보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나라마다 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를 통해서 분양이나 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 품종개발 주체인 우리는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나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접목선인장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신품종 개발에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과 장기간의 선박수송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있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품종 개발을 위해 교배모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6년 이상이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량성(數量性)이 우수한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소요되는 육종기한을 4년으로 단축한 접목기술은 유전자원 활용과 더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로 빠르게 변하는 해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우수
품종 개발과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도전하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박부희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우수한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과 수출

것이다.

국산 품종의 특성은 첫 번째로 색상이 매우 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된다. 꽃은 길어야 3개월 정도
안혜련

품목등록 ▼
●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개발에 매진한 결과, 다양한 색상과 증식력 등이 우수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보급된 품종은 대량생산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개발된

주요 연구개발 성과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품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자구(어린선인장)을 따서 하나하나 접목하여 생산하는데, 수량성이 우수하면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우수한 품종개발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선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품종은 10개 내외의

기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6% 성장을

자구가 생산되지만, ‘불빛’, ‘두울’, ‘연빛’, ‘아홍’, ‘아황’ 등 우리가 개발한 주요 품종들은 15개 이상의

이룩하였고,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총액이 25백만 달러 가까이 달성될 것이며

자구가 생성되어 수량성이 매우 뛰어나다. 세 번째로 품질 유지성이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수출할 때

품목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Horti fair, 일본 IFEX 등

일반적으로 뿌리를 제거한 채로 선박 수송하게 되는데, 수출국가에 따라 25~35일의 수송기간이 걸린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산 품종과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TV·신문 등

특별한 처리 없이 박스에 포장된 채로 장기간 선박운송에도 품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발된 우수품종 중

언론과 각종 꽃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키우기가 쉬운 소형 분화용 화훼 상품의

‘일홍’, ‘이색’, ‘고분’, ‘하홍’, ‘노황’ 등 5품종은 시범재배를 거쳐 2015년과 2016년에 삼성농원, 백야농원,

인기와 더불어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꽃집,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형

우리농원으로 기술이전 하였다. 또한 보급된 품종은 2016년도에 미국과 네덜란드로 수출되었는데, 각각

화훼상품의 인기를 통해 국산 접목선인장의 국내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
●

‘노황’ 등 3 품종 ,
백야농원 (840 천원 ),
삼성농원 (840 천원 )

사업화 ▼
●

●

조수입 , 삼성농원
(368 백만원 )
조수입 , 백야농원
(281 백만원 )

06 순수기초 ·인프라

농촌진흥청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을

구홍 , 6154, 한국 ,
2016. 6
선황 , 6155, 한국 ,
2016. 6
연호 , 6156, 한국 ,
2016. 6

05 융합기술

유지되자만, 접목선인장은 1~2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량성이

04 정보·전자

권오근

03 에너지·환경

ㅣ공동연구진ㅣ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02 생명·해양

박필만

접목선인장 품목 특성상
대목을 통한 접목이 필요
하고 , 조직을 잘라서 접목
해야 하기에 바이러스 감
염 우려가 높다 . 대목을 통
한 바이러스 감염은 품종
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
므로 , 품종 불량으로 오인
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
서 무병 대목을 함께 공급
해줌으로써 품종의 품질을
높이고 농민의 만족도 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01 기계·소재

세계시장 석권 ,
접목선인장 품종개발과 수출

368백만원(삼성농원), 281백만원(백야농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국산 접목선인장의 품종 개발·보급,
수출의 일련 과정을 통해 국산품종의 보급률은 100%로 향상되었고, 현재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가
없는 순수 국산품종의 접목선인장만 수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수출액은
18.8백만 달러로 과거 5년 대비 34.5% 증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

사업명 ▼

성과는 접목선인장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원예특작시험연구(농촌진흥청)

기여하고 있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세계 시장의 약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화훼 품목 중

과제명 ▼
번식력이 우수한 비모란 품종 육성
총연구기간 ▼
2015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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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07 기술이전

정부지원내용

용어해설
접목선인장
접목선인장 ‘아울’

네덜란드 Ubink사로
수출된 접목선인장

미국 Altman 사로
수출된 접목선인장

접목선인장 태극문양

일반적으로 비모란 선인
장과 삼각주 선인장을 접
목하여 만든 선인장이며,
비모란 선인장은 엽록소
가 없어 생존을 위해서 대
목(접목)이 필요

02. 생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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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연구진
Real Story

세계 최초 , 삼채의 신기능성 구명 및 맞춤형 제품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063-238-3702
lshin@korea.kr

국산 삼채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구명과 소비 판로 개척 필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복합기능성 삼채의 식의약 소재화 확대

삼채는 원래 고랭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2010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전라도, 충청도 등 국내 전역에서

세계적으로 매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75% 이상의 기능성

재배되고 있다. 삼채를 도입한 초기에는 삼채의 재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잎이 마르거나 뿌리까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삼채는 부위 및 가공방법에 따라

무르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채 재배법이 개선되고 대량 생산됨에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원료 확보가 충분한 기능성 소재로,

따라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구입도 쉬워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채의

국내외에서 각종 질환의 치료 혹은 개선 소재 발굴시 사용되는 물질들과 비교해서 유사하거나 우수한

효능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기능성을 갖고 있어 기능성 원료 후보로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만, 골다공증 및

기능성식품과에서는 삼채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석하고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과 관련되는 질환

천식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2,000억 이상 되는 질환으로 육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나

중심으로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고, 국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까지 줄 수 있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다양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천연소재에서 이들 질환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 소재 발굴이

03 에너지·환경

ㅣ공동연구진ㅣ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02 생명·해양

이성현

연구를 해 달라고 갖고 오
신 농업인분들의 손에 들
려진 삼채 , 우리 팀은 태어
나서 처음으로 삼채의 성
분과 생리활성 등 그 정체
를 밝히기 시작했고 , 강한
유황 향 때문에 옆 실험실
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 . 그
러나 삼채의 다양한 기능
성과 맞춤형 제품이 개발
되면서 삼채는 이제 우리
연구팀뿐 아니라 농업인들
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
는 효도 작목이 되었다 .

01 기계·소재

삼채( 三菜 , 蔘菜 )의 정체를 밝히다 !
그리고 무한한 변신 시도 !

주요 연구개발 성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삼채는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숙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논문 ▼

세계 최초 , 삼채의 복합기능성 구명 및 맞춤형 제품화

●

본 연구과제를 통해 삼채의 부위 및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18건의 특허와 22건의 기술이전(3.9억)을 달성하게 되었다. 과제 수행에 있어 국내외
장환희

김유석

전문가들(학술, 농업, 산업, 소비자)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유기적 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기능성

삼채는 생물로 3~5천원/kg에 유통되고 있으나 맞춤형 제품 혹은 기능성 원료로 소재화 할

평가를 통해 삼채가 당뇨, 비만을 예방하고, 갱년기 모델의 골밀도를 개선하며, 천식 증상을 완화하고

경우 60~500천원/kg으로 그 가치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50배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

면역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숙취를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생리활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기능성원료는 등록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삼채를

특허 기술이전 ▼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대비해 4~20%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삼채의 복합

소비자가 쉽게 그리고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삼채는 기술이전

●

기능성과 지표물질(cycloallin) 구명을 통해 기능성 원료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기능성 원료의

업체로부터 약 60억(1200톤)/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삼채를 이용한 제품은 매운 맛을

수입 감소는 물론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삼채의 부위와 기능을

좋아하는 동남아나 미국을 포함한 히스패닉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아 이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고려해 영양바, 저염 핫소스, 초코파이, 쿠키, 숙취해소 음료, 사료 등을 개발하였는데, 국민건강을 생각해

있다. 또한 삼채의 기능성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었고, 삼채의

조리법을 개선(저염, 쌀가루 대체 등)하였으며 성별(갱년기 여성), 연령(어린이, 어르신) 및 맛(순한 맛, 매운

우수한 기능성과 개발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최적 및 최고의 제품으로 연계되고

맛, 어린이, 외국인용)에 대한 기호를 고려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영양바에는 흑미를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농촌 생산현장을 찾아가서 경험하고 치유 받는 6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넣어 맛과 기능성을 더했고, 염도를 낮춘 핫소스는 치킨, 디핑, 제빵 등 용도를 다양화해서 소비자층을

나아가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채 특허 패키지 [ 당뇨
예방 (10-0079178), 숙
취 해소 (10-0125486),
저염 핫소스
(10-0067089), 영양바
(10-0067144) 등 7건],
BHN 바이오 , 이전료
2 억원

06 순수기초 ·인프라

이선혜

김남석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한 삼채의 신가치 창출 및 소비 확산

Effects of A. hookeri
extracts on glucose
metabolism in type II
diabetic mice, Kor. J.
Pharmacogn(2016),
47(2)

05 융합기술

최봉겸

황유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04 정보·전자

김정봉

확대하였다. 초코파이는 동물성 젤라틴 대신 식물성 한천을 사용하여 알레르기는 감소시키고, 소화력은
향상시켰으며, 삼채와 발아콩을 이용한 쿠키는 성장기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데,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삼채는 기술이전 업체를 통해 숙취 음료로 곧 시판될 예정이다. 또한 면역 조절효과가 뛰어난

사업명 ▼

삼채는 사료 원료로 등록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삼채의 이화학적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농촌진흥청)

특성과 복합 기능성에 기반을 둔 제품 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삼채 제품이 판매되고

과제명 ▼

있으며 소비자들이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삼채의 기능성과

삼채의 생리활성 및 작용기전 구명

제품에 대한 정보는 방송, 신문 기고, 전시 및 시식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몸에 좋은 삼채가 잘 섭취 및

총연구기간 ▼

소비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07 기술이전

정부지원내용

용어해설
삼채(Allium hookeri)
국산 삼채의 다양한 복합기능성 구명

기능성 삼채를 이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

보도 , 기고 , 전시를 통한 연구결과의 대중화

3가지 맛(단맛, 매운맛, 쓴
맛), 어린 인삼의 맛과 모
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

2014년~2016년

9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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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연구진
Real Story

약제내성 결핵균 치료 신약 후보물질 고속 탐색 기술

명지대학교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
재개발 사업단 조교수
031-330-6799
hklee95@mju.ac.kr

약제 내성 및 잠복 결핵의 위험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약제내성 및 잠복 결핵균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확보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에 의해 전염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결핵균의 ClpC1은 결핵균의 생장은 물론 잠복 결핵균의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세균 감염성 질환이다. 약제 감수성(drug-susceptible) 결핵의 경우 6개월의 항결핵 표준 치료법으로

현재까지 ClpC1에 작용하는 결핵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후보물질로는 ecumicin, rufomycin,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최근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결핵균(다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cyclomarin A 및 lassomycin이 학술적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ClpC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결핵

내성 결핵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합한 치료가 없을 시에는 사망률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게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기존 약제 감수성 결핵은 물론 현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제 내성

된다. 특히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이 1위이며 위에서 언급한 약제 내성 결핵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 그리고 잠복 결핵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에 의해

환자수는 2011년 기준 약 1,800명으로 2010년 대비 15%나 증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개발된 ClpC1 기반의 새로운 항결핵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신규 항결핵 치료제

있다. 따라서 약제 내성 결핵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항결핵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개발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항생제 내성 병원균은 ClpC1 유사

03 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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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명·해양

이한기

본 연구 대표 성과 중 하나
인 유상 서비스 계약 체결
은 빌게이츠 및 멜린다 게
이츠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세계항결핵
약개발 동맹 기관과 맺은
계약이다 . 세계항결핵약개
발동맹은 전세계 결핵연구
기관 중 Top-ranking 비영
리 연구 기관으로서 본 연
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기
술이 최신 결핵치료제 연
구 트렌드의 first mover 로
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라
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
기가 되었다 .

01 기계·소재

약제내성 및 잠복 결핵균치료를 위한 신약후보
물질 (Ecumicin) 의 발견과 응용 탐색 기술 개발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탐색기법의 응용으로 항생제 내성 병원균에 대응하는 신규 항생제
후보물질 탐색 기법으로 개발될 수 있다.
호넉안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약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균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결핵균
내 타깃 단백질을 이용하여 기존 방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핵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의 탐색
엔민둑

홍정표

논문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글로벌 결핵 신약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오랜 기간 동안 결핵은 저개발국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공보건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발견하였으며, 본 물질이 결핵균의 생장에 필수적인 ClpC1(Chaperone like protein C1, 샤페론 유사 단백질

낮다라는 인식으로 관련 신약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

C1)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이 단백질의 기능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결핵균을 사멸시키는

내성 결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결핵 약물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핵균의 ClpC1, ClpP1(Chaperone like protein

있다. 또한 다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은 결핵 발생률이 낮았던 서구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protease 1) 및 ClpP2(Chaperone like protein protease 2)를 대장균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순수 분리 후

2015년까지 전세계 결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9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약 45% 정도가 다제내성 및

첫째, ClpC1 ATPase 활성 탐색, 둘째, ClpC1, ClpP1 및 ClpP2 복합체의 단백질 분해 활성을 확인함으로써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약의 세계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결핵

ClpC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을 확보하였다. 기존 결핵균에 의한 항결핵

후보물질의 탐색기법에 의해 신규 항결핵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은 기존 치료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보물질을 재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며 이와 같은 신약 개발은 제약 산업 전반에 제2의, 제3의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게 하여 관련된

결핵균의 생장을 위해서 1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 신규

여러 산업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i-tuberculosis lead
molecules from natural
products targeting
Mycobacterium
tuberculosis ClpC1,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6),
Vol. 43

사업화 ▼
●

세계항결핵약개발동맹과
유상 서비스 계약 체결

06 순수기초 ·인프라

방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신규 방선균이 생산하는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Ecumicin을

●

05 융합기술

김윤주

신윤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신규 약물기전기반 결핵 치료 신약 후보물질 고속 탐색

04 정보·전자

한지수

항결핵 후보물질의 탐색 방법은 결핵균의 ClpC1 선택적이며, 1시간 이내에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탐색기법은 빌게이츠 및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는 전세계 결핵 연구 비영리 기관

정부지원내용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촌진흥청)
과제명 ▼
결핵균 유래 재조합 ClpC1 기반
screening system 통한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총연구기간 ▼
2015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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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내용: GATB 보유 항결핵 후보물질 라이브러리의 항결핵능 평가를 본 연구진의 개발 방법을
사용하고 관련 평가비용은 GATB에서 전액 제공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본 서비스 계약은 국내 연구진 중 본
연구진이 유일한 연구그룹이다.

ClpC1 ATPase 활성을 통한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ClpC1/ClpP1/ClpP2
복합체 단백질 분해 활성을 통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ClpC1 단백질 분자 변화를 통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07 기술이전

사업명 ▼

세계항결핵약개발동맹(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 GATB)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유상

용어해설
ClpC1
결핵균의 생장 필수 단백
질로서 결핵균 내 불필요
한 단백질 분해과정에 참
여하여 단백질 항상성에
기여

02. 생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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