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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토마토 병저항성 자원들의 주요 원예적 형질 특성 평가
조명철*, 양은영, 정효봉, 채수영, 남춘우, Rajametov Sherzod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Evaluation of Horticultural Characteristics for Disease Resistant Pepper and
Tomato lines
Myeong-Cheoul Cho*, E.Y. Yang, H.B. Jeong, S.Y. Chae, C.W. Nam, Rajametov Sherzod
Division of Vegetable Research, 100,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Korea.

,

고추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주요 채소 작물이

.

.

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상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

,

기 위한 고추 토마토 유전자원 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센터에서 병 저항성 자원들을 선

,

.

35점을 대상
으로 고추는 2020년 3월 16일, 토마토는 3월 23일 파종하였다. 정식은 고추는 4월 28일,
토마토는 5월 4일 각각 비가림 하우스에 정식하여 5월 초부터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성평가 결과 고추는 식물체 주간길이 분포는 13.0-39.5cm, 착과방향은 35점 2점을 제외
하고는 모두 하향 착과하였고, 성숙기 색은 모두 빨강색이었다. 과중은 2.2-151.2g, 과장은
1.5-21.2cm, 과경은 5.9-74.4mm까지 분포하였고, 엽장은 7.6-20.6cm, 엽폭은 2.4-10.4cm까
지 분포하였다. 토마토는 파종후 개화일수는 37-83일까지 다양하였고, 3화방 착과율은
0-79.2%까지 다양하였다. 과중은 17.4-251.4g, 과장 31.4-75.2mm, 과폭은 27.7-87.7mm까
지 분포하였고, 과장/과경비는 0.74-1.37까지, 당도는 4.1-8.1Bx〬 까지 분포하였다. 평가된
발하고 선발된 자원들의 원예적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고추와 토마토 각각

자원 중에서 원예적 특성이 우수하고 병 저항성이 강한 자원들은 세대진전을 통해

.

고정 후 필요한 육종가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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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조사연구*
이성빈 · 오상헌 · 김윤호 · 이인규 · 소남호 · 정재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Research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in Korean Agriculture Sector
Seong-Been Lee, Sang-Heon Oh, Yunho Kim, In-Kyu Lee, Namho So and Jaewon Jeong**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Korea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산업군에 거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농업 역시 농번기에 집중된 노동수요에 맞춰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농업노동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추가 입국이 어렵거나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
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3월에 농가 102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고용 유형별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4~5월과
9~11월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절근로자는 6~7월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판단된
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인력대체 대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
책이 없었으며, 차선책으로 내국인 고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후 경영규
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수록 경영규모를 크게 줄여나가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Key words : COVID19, Foreign Worker, Far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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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계 기반 경영컨설팅 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이성빈 · 오상헌 · 박지인 · 김근아 · 정재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of Component in Management Consulting
Based on Accounting
Seong-Bean Lee, Sang-Heon Oh, Jiin Park, Geunah Kim and Jaewon Jeong**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Korea

과학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회계의 현장 확산 노력이 계속됨과 동시에 회계를 기반
한 경영컨설팅도 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의 효과를 체감하고 농업
회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회계 기반 경영컨설팅의 속
성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2015~2017년 사이에 수혜한 농가 90호다. 90건의 컨설
팅 내용을 종합하면 6개의 주요 내용(속성)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목표 매출액 설정, 적
정수취가격 설정, 부채상환계획 설정, 손익계산분석, 원가절감방안 설정, 재무상태 종합
적 검토이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
시에 만족하고 있는 컨설팅 속성에는 손익계산 분석, 재무상태 종합적 검토, 원가절감방
안 설정이 있었고, 반대로 덜 중요하면서 만족도도 낮은 속성에는 목표 매출액 설정, 부
채상환계획 설정, 적정수취가격 설정이 있었다. 컨설턴트는 이러한 농가들의 컨설팅 수
요에 맞춰 컨설팅 내용을 구성하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
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Key words : Farm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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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가공에 적합한 고추 품종 선발
공소라 ․ 김충겸 ․ 소재우*
순창군 종자연구센터 종자연구계

Selection of Chili Varieties for Processing Korean Paste
So-ra Kong, Chung-gyeom Kim, and Jae-woo Soh*
Team of Seed Research, Seed Research Center, Sunchang county, Jeollabuk-do, 56053, Korea

친환경 재배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근 칼라병과 탄저병 피
해가 많은 노지 고추는 무농약 또는 유기농 재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전통 장류에 적합한 저농약 재배가 가능한 고추 품종을 선발을 위해 수행하였다. 본
시험을 위한 990m2의 5반복으로 24종의 국내외 수집한 고추 품종을 공시하였다. 고추
조사는 8월 8일, 9월 30일 2회에 걸쳐 품종당 10주씩 수확하였다.
그 결과 10주당 생과 수확량은 1차 수확 조사에서 114번 2491.6g, 118번 2,184.5g, 2
차 수확에서 107번 4,382.3g, 113번 3,596.7g로 각각 높게 나왔다. 10주당 과수는 1차 수
확 조사에서 114번 99.5과, 103번 87.5과, 2차 수확에서 107번 186과, 119번 174.5과로
각각 수확량을 보였다. 과장은 1차 수확 조사에서 115번 175.5cm, 117번 162.5cm, 2차
수확에서 107번 647cm, 113번 552.8cm으로 나타났다. 과경은 1차 수확 조사에서 120번
28.3cm, 123번 25.8cm, 2차 수확에서 115번 164.2cm, 114번 160.9cm로 나타났다. 고추
1과의 무게는 1차 수확 조사에서 116번 33.3g, 115번 32.7g, 2차 수확에서 120번 26.5g,
117번 26.3g로 나타났다. 건물중은 1차 수확 조사에서 114번 379.3g, 118번 354g, 2차
수확에서 117번 32.2g, 120번 29.7g로 나타났다, 신미 조사는 1차 수확 조사에서 101번
81.3mg‧%-1, 102번 76.2mg‧%-1, 2차 수확에서 101번 84.3mg‧%-1, 102번 75.2mg‧%-1로 나타
났다. 고추의 붉은 값을 나타내는 색차값 a는 1차 수확 조사에서 생과일 때 110번
17.9, 5번 17.3, 건과일 때 110번 19.0, 103번 18.6, 2차 수확에서 생과일 때 110번 31.8,
103번 30.2, 건과일 때 102번 15.3, 112번 14.6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Chili, Korean Paste, Lab value, Spicy tast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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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콩 종자 소독 기술 개발
공소라 ․ 김충겸 ․ 소재우*
순창군 종자연구센터 종자연구계

Development of Eco-friendly Seed Disinfection Technology
So-ra Kong, Chung-gyeom Kim and Jae-woo Soh*
Team of Seed Research, Seed Research Center, Sunchang county, Jeollabuk-do, 56053, Korea

콩 종자전염성 병으로는 미이라병, 갈색무늬병, 점무늬병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
은 친환경 자재를 통한 콩 종자소독 효과를 검정하고자 수행하였다.
공시 재료로 대원콩 나종자를 사용하였고, 대조구 종자 소독된 정부 보급종, 서로 다
른 곳에서 채종한 나종자 2군, 0.4% thiram 30분, 2,000배 prochloraz 30분, dry heat
sterilization 50℃ 25분, 0.05% Ocher sulfur mixture 45℃ 20분, 0.1% Lime sulfur
mixture 30분, 4% Sodium hypochlorite 20분, hot water immersion method 60℃ 10분,
0.2% hydroxylation 30분, 10배액 pyroligneous liquor 30분, 0.1% Derris 45℃ 20분, 0.2%
Sophora extract 30분, 0.1% Neem oil 30분, 0.1% Phrethrum flower 30분, 0.1%
Cinnamone extract 30분 총 16군으로 처리하였다.
총 19,200립의 기내 실험 결과, 무기자재인 석회유황합제(0.1% Lime sulfur mixture)
및 차아염소산나트륨(4% Sodium hypochlorite)가 균사체의 평균 성장률에서 각각 30.0%
및 0.0%로 나타나 병원균 균사체 성장 억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콩 종자의
발아율도 98.9% 및 99.9%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사용되던 유기자재 티
람(0.4% Thiram(Benzimidazole type) 및 프로클로라즈(x2,000 Prochloraz(Imidazole type))
도 균사체 성장 억제 및 콩 종자 발아율에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기자재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 보관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무기 자재를 농가 보급용 친환경 자재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Seed Disinfection, Soy Bean, Neem oil, Derris, Lime sulfu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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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요 채소 재배 면적, 생산량 및 생산성 비교
안세웅1*, 심강보2, 유인호1, 이희주1, 장윤아1, 여경환1, 위승환1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2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북한은 식량 부족에 따른 심각한 국민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채소 생산과 공급
이 원활하지 않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여 채소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매
우 필요하다. 통일 대비 북한 채소 재배 실태와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남북기술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북한의 채소 생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
한과 북한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 재배 면적, 생산량 및 단위면적 생산성을 상호 비
교하여, 채소 분야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FAOSTAT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8년 까지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재배
되고 있는 배추, 고추, 오이,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 10 작물에 대한 재배 면적(ha),
생산량(ton) 및 생산성(ton/ha)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8년도를 기준으로 10개
주요 채소에 대해 남한 대비 북한의 채소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성을 상호 비교하였
다. 2000~2018년 남북한의 채소 재배 면적, 생산량 및 생산성의 변화를 보면 주요 20개
채소의 북한 재배 면적, 생산량 및 생산성 변화는 매우 적었다. 반면 남한의 경우 대부
분의 채소 작물의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의 감소로 인해
전체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남북한 주요 채
소 작물의 재배 면적, 생산량 및 생산성 비교 결과, 대부분의 채소 작물에서 북한의 재
배 면적은 남한에 비하여 낮았다, 특히 북한의 대다수 채소 작물별 생산량 및 생산성
은 남한에 비하여 절반 수준 이하로 현저히 낮았다. 남한 보다 재배 면적이 많은 작물
은 오이(130%), 가지(1,686%), 멜론‧참외류(163%) 및 토마토(157%)였으며, 가지의 경우
생산량도 남한 대비 887%로 높았다. 반면 남한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북한의 채소
작물은 마늘(92%)이 유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남북 농업기술
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작물 선정과 각 작물별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분야 발
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ey words : Vegetable, production area, productivity, North Korea,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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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nd pathogenicity test of standard virus sources
for antiviral effect assay
Sun-Jung Kwon*, Young Eun Cho, Boram Choi and Jang-Kyun Seo
Institutes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yeongchang 25354, Republic of Korea

No antiviral agents have been registered yet that can be applied to damage caused by plant
viruses in the agricultural world. Recently,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develop
antiviral agents using various chemicals and natural substances. In order to accurately test
the effectiveness of antiviral agents, it is very important to isolate newly emerged isolates
or variants according to virus mutations,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 and apply
standards as standard virus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attern of isolates appearing
in Korea in the most common domestic horticultural products such as cucumber mosaic
virus (CMV), broad bean mosaic virus 2 (BBWV2) and 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
and characterized the genetic and evolutionary analyses of various virus isolates. In addition,
the standard virus source for each virus was obtained as infectious clones for the
representative isolates and investigating the pathogenicity of each isolate. Each standard
virus conducted pathogenic screening in major commercial cultivar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base varieties to test antiviral agent’s effectivenes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olate of major plant viruses in Korea, establish an assay system to
adapt standard viruse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ntiviral agents and use it to assay the
effectiveness of antiviral agents in further study.

Key words : Antiviral agent, BBWV2, CMV, TS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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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배감초의 지역별 생육 및 동해피해 특성 연구
김용일1* ․ 이진희1 ․ 이은송1 ․ 이정훈1 ․ 안태진1 ․ 장재기1
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ld Injury and Growth of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 Grown by Region in Korea
Yong Il Kim1*, Jin Hee Lee1, Eun Song Lee1, Jeong Hoon Lee1, Tae Jin An1 and Jae Ki Chang1
1

Department of Herbal Crop Research, NIHHS, RDA, Eumseong 22709, Korea.

Licorice is a perennial herbaceous plant that grows naturally in semi-arid regions such as
China, Mongolia, Russia, and Central Asia. Wild resources are relatively abundant and have
been harvested for thousands of years, but in modern times, they have begun to be
cultivated in countries with high demand, such as China, Korea, and Japan. Although
domestically cultivated mainly in Jecheon, cold injury is severe in winter, so
countermeasure technology is needed for perennial cultivation. In this study, licorice was
cultivated in the Daegwanryeong, Jinbu, and Eumseong regions, and its growth and cold
injur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average winter temperature in the Daegwanryeong, Jinbu, and Eumseong regions was
0.4℃ to -2.9℃, and the average minimum temperature was -4.7℃ to -8.0℃. The mortality
rate of licorice by region was 79% in Daegwallyeong and 65% in Jinbu when grown
without the head's exposure. When the average temperature in winter dropped by 1.2℃, its
mortality rate increased by 14.5%. When the head was exposed, 100% of licorice in
Daegwallyeong died, while 92% in the Eumseong region died. The mortality rate increased
by 8% when the average temperature in winter dropped by 3.3℃ when the head was
exposed. In the same area in Daegwallyeong, the mortality rate was 79.7% when the head
was not exposed, but the mortality rate was 100% when the head was exposed. Therefore,
the head's exposure increased the death rate by about 20% or more. The types of damage
by region were the same in all three regions. When the underground parts were exposed to
low temperatures, severe dehydration, warping, and atrophy occurre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local temperature, the slower the growth and the
higher the licorice's mortality rate. Moreover, if cultivation is done by exposing the head, it
is impossible to grow perennials in the Daegwallyeong area.
Key words : cold injury, Glycyrrhiza uralensis F., growth characteristics, Licori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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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농업개발 해외사업 모델 도입 및 적용방안
임상봉1* ․ 이승원1
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국제협력연구단

Introducing and applying measures of integrated ODA project mode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Sang Bong Im1* and Lee Seung-won1
1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Rural Research Institute, KRC, Ansan 15634, Korea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rive a future-oriented ODA project mode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suggest apply Korea’s success cases to the recipient countrie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ODA
projec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gricultural ODA projects, and propose a new agricultural ODA model and implementing
strateg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tegrated ODA project mode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wa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the
existing projects and derived responding tasks. For applying the new model in project
implementation,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i) expansion of the integrated
agricultural ODA project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since success cases were accumulated
from such a country as Myanmar, relatively favorable in project implementation; ii) creation
of specialized ODA project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master plans to guide individual projects comprehensively; and iii)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partnership with NGO and GO organizations from infrastructure building to
dispersion of production, marketing, financ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capacity
building technologies.

Key words : ODA model, agricultural ODA project,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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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후 발전방안 연구
이승원1* ․ 임상봉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국제협력연구단

A Study on Post-Project Development Method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Lee Seung-won1* and Sang Bong Im1
1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Rural Research Institute, KRC, Ansan 15634, Korea

This study derives sustainable post-project development methods based on a case study on
the “Saemaul Undong (SMU) project in Myanmar” adopting knowledge and experience of
Korea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2014 to 2020, that is evaluated
one of the successful rural community proj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achievement and challenges out of the case study, it
deduced four policies with exampl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term and priority as
follows: i) as a short-term policy with high priority, the partner country government
(mentioned as ‘government’ hereinafter) should prepare regal institutions for post-project
management from implementation stage; ii) as a short-term policy with low priority, the
government promote sustainable capacity-development with the maximum use of project’s
outputs; iii) as a long-term policy with high priority, the management system on village
fund should be built based on local legislation system; and iv) as a long-term policy with
low priority, the successful local model tailor-made from the project should be disseminated
over the country financed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union or local government.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Saemaul Undong, SMU, ODA,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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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Animal Genetic Resource Value and Productive Performance in Asia
Min-Kyeong Kim1, Chang-yeon Cho2*, Hee-Jong Roh2, Seung-chang Kim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Animal Genetic Resources Stat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s, RDA, Hamyang 50000, Republic of Korea

Animal genetic resources are important subset of biology diversity, composed of the breeds
and strains of domesticated animals that humankind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10,000
years. These is a need to conside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nimal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 urgent need for maintaining and conserving domestic animal diversity for future
generations. This study is aimed to characterize in terms of various aspects the phenotypic,
genetic, environmental, molecular, etc. as prerequisite to utilize these genetic resources and
to protect by various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sia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Krygyz, Lao PDR, Mongolia, Nepal,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which are the 11 AFACI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ublished in the List and Pictorial Book of the six Asian countries and disseminated
livestock genetic resource phenotype information of 14 specie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has also collected genetic resources samples on 2 livestock 39 varieties 813 species of
cattle and chickens from member countries. And, it has collected 2,781 genetic resources
samples from six native livestock species in 7 countries and evaluated molecular biological
characteristics for 17 livestock species. The results will contribute in the creation of
awareness and encourage the need for livestock genetic resource management among AFACI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policy decision makers in Bangladesh, Bhutan, Nepal and Sri
Lanka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genetic resources of native livestock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m into national project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sia, Disease,
Epidemiology, Information Interchange System,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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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ustainable Organic Farming Technology in Asia
Min-Kyeong Kim1, Chang-Ki, Shim2*, Young-Ki Kim2, Ju Kim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Organic Agricultural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Organic soil can increase moisture and nutrient retention due to its high organic content
which can be a method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on despite of climate change.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the organic farming technology adopted in Asia and to improve
the value chain of farm products through the expansion of organic farming areas and direct
supply of crops to consumers. It was conducted in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Kyrgyz,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which are the 13 AFACI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farming with production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agricultural support system, and education provision. Furthermore, it has improv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depending on the organic technology applied in
168 cases of technology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used organic
compost increased 22∼25% in Kyrgyz. Also, the amount of organic rice increased 80%
and 15% in Cambodia and Sri Lanka, respectively compared to conventional practice. The
results will contribute in leading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of organic farming
among 13 AFACI member countries. Especially, the government of Bhutan had prepared an
organic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2019 Vision of Organic Agriculture”.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sia, Organic
Farm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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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Network in Asia
Min-Kyeong Kim1, Changsoo Kim2*, Sueng-Oh Yoo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Technology Extension Division, Extension Service Bureau, RDA, Jeonju 55365,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that correlates with other production factors. An effective and efficient delivery system of
essential information and technology services facilities are the clients’ critical need in
decision-making towards improved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trading and marketing.
This study is aimed to establish a network to promote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policies for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rend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the 13
member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Kyrgyz,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roduced in technical information such as the 104 types of agricultural
materials, 133 types of crop cultivation calendar, and 177 types of educational materials
disseminated among the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it has accelerated the technology
dissemination through their own state-run broadcasting system, websites, Facebook, etc.
including 932 web radio and 104 video clips per year in Sri Lanka. In Indonesia, it has
developed

major

crop

cultivation

calendar

and

technical

manuals

based

on

local

environment. In addi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creased by 59.9% and
technology knowledge improved by 17.9%. The results will contribute in increasing the
field application of technology and improving farmers’ income through adoption of
education materials based on the country's agricultural technology and natural environment
through the AFACI project.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peration Initiative), Asia,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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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e Safety Information System in Asia
Min-Kyeong Kim1, Won-Il Kim2*, Kyoung-Yul Ryu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Microbial Safety Team,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Jeonju 55365, Republic of Korea

GAP System improves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e by appropriately managing the
hazards that may occur during the cultivation, harvesting, postharvest processing, and
distribution stages of agriculture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system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mproving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e, preserving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protecting the safety of
agricultural workers.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an agricultural produce safety
information system among the 12 AFACI member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Through the AFACI-GAP project, the GAP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by the 12 AFACI member countries. Furthermore, 10 out of the 12
countries established their respective National GAP policies. GAP training was provided to
a total of 6,000 farmers and consumers, which greatly improved GAP awarenes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revitalizing the GAP system. Particularly,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with GAP awareness increased from 120 to 350 while farmers increased from 5,120 to
9,500 at the end of the project in Cambodia. For the farmers' profit, the income for snake
fruit in Indonesia increased from 45,000 IDR/ha to 55,000 IDR/ha upon adoption of GAP
practices. And it also increased from 9,000 to 15,000 USD/ha resulting from reduced
pesticide use and increased production per unit area in Bangladesh.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in promotions of consumer safety by establishing agricultural produce safety
systems for major agricultural import and export countries through the AFACI project.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peration Initiative), Asia,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Safety Information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Phone) +82-63-238-2037 (Email) kimwi@korea.kr

2020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15

Establishment of Epidemiology Information Interchange System for Migratory
Disease and Insect Pests in Asia Region
Min-Kyeong Kim1, Hae-Ryun Kwak2, Bueyong Park2*, Hong-Soo Choi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Crop Protec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wide-area disease and insect pest through a
joint response due to accelerated spread and transfer of the challenging disease and insect
pest in the agricultural ecosystem and due to global warming and changes in crop
cultivation patterns. This study is aim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for
the timely and appropriate preven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the occurrence of sudden
disease and insect pest on vegetable crops in Asia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which are the 12 AFACI member countries. Pests included rice plant hopper,
white backed plant hopper, small brown plant hopper, etc. and viral diseases including 7
types of viruses e.g. viruses in rice, RSVs, RRSVs, RGSVs, etc. Through the AFACI
project, a Web-based Migratory disease and insect pest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e
AMIVS (www.amivs.org) has been established focusing on collect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real-time sporadic insects in 221 on-site of their countries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546 data released and 386 AMIVS uploads. Additionally,
results obtained were published in a Handbook related to classification and taxonomy of
harmful insects including the field application diagnostic method for 8 rice species, 6 kinds
of peppers, and 8 kinds of tomatoes. The Virus Diagnosis Handbook was published on-site
diagnostic method for 13 rice species, 45 kinds for the chili peppers, and 50 kinds for the
tomatoes.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efficient disease and insect pest management among AFACI member countries.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sia, Disease,
Epidemiology, Information Interchange System,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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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Improved Postharvest Handling in Asian Region
Min-Kyeong Kim1, Hyun Jin Choi2*, Jung-Soo Lee2, Ji Gang Kim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Postharvest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e and Herbal Science, RDA, Jeonju 55365,
Republic of Korea

Fruits such as banana and mango are an important sources of income for smallholder
farmers in the Asian region. There is an opportunity to ensure and sustain the marketable
supply, and increase farmer’s income by reducing postharvest losses from the farm to the
packing center.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practical postharvesting technical manuals
that can reduce postharvest losses of fruits and vegetables among the 13 AFACI member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Indonesia, Kyrgyz,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On

average,

the

postharvest loss of five kinds of fruits such as apple was founded to be 17.8% from
31.2%. In case of vegetables, the loss of six kinds of vegetables such as tomato was
decreased from 27.8% to 17.2%, Overall, postharvest losses have decreased from 30~50%
to 20~40% in 2020 through field adoption of the postharvest technical manual. Farmers’
income have improved by 20.6% and 20.2% for fruits and vegetables, respectively upon
application of manual. Particularly, the postharvest losses of onion in Myanmar decreased
by 34.7% to 24.7 and farmers’ income increased 16.6%.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reduce postharvest loss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disseminating postharvest technology
manuals through the AFACI project.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peration Initiative), Asia, Fruit,
Postharvest loss reduction,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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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 National Superior Seeds of Food Crops in Asian Countries
Min-Kyeong Kim1, Byeong-jin Jeong2*, Jung-Hee Jang1, Woojae Kim1 and Taek-Ryoun Kwon1
1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Republic of Korea
2

Food Crop Industry Technology Service Division, RDA, Jeonju 55365,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field distribution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major food
crop variety due to low self-sufficiency rate of major food crops in Asian countries and
low quantity due to lack of seed supply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use of superior seeds through conduct of trainings on seed production
technology among the 11 member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Bhutan, Cambodia,
Kyrgyz, Lao PDR, Mongolia, Myanmar, Nepal, Sri Lanka, Thailand, and Vietnam. It also
aimed to enhance the knowledge on the need to establish a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for superior seed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based from the 36
superior varieties among 13 crops. A total of 120 demo farms were set up to produce and
supply 2,472 tons of superior seeds among the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the yield of
wheat and lentils in Nepal have increased by 49.2% and 78.0%, respectively,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superior seed products preferred by farming households. In Laos, farm
productivity increased by 16~19%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ecise cultivation technique
for selected superior types of seeds, and the market price increased by 42% or more. The
results will contribute in expanding the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superior seed
varieties, and institutionalizing the linkage of national agencies to seed-producing farms in
Mongolia, Vietnam, Myanmar, Thailand, etc. through the AFACI project.

Key words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peration Initiative), Asia, Food Crop,
Superior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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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상토 종류별 성분 및 육묘특성 변화 분석
황운하1* ․ 양서영1 ․ 이현석1․ 정재혁1․ 이충근1
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The change of young seedling characters and soil content according to
differerent nursuring soil types
Woonha Hwang1, Seoyoung Yang1, Hyeunseok Lee1, Jaeheock Jeong1 and Chunggeun Lee1
1

Crop production & Physiology,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Jeonju, Korea

벼 이앙재배를 위해 육묘상자 제작이 필요하나 육묘상자 제작 및 생육관리를 위해 많
은 노동력 및 시간이 투입되어 이를 줄이기 위해 육묘상자 무게를 절감하고자 다양한
상토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에 상토종류에 따른 특성 및 육묘특성 변화를 분석하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상토의 가격은 20L당 약 1만원 선으로 제품
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상토의 종류는 크게 중량, 준중량 및 경량상토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며 주요 성분은 제오라이트, 규조토, 질석, 코코핕, 피트모스, 양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량상토의 경우 대부분 제오라이트가 60~70% 및 규조토가 20~30%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준중량의 경우 제오라트가 약 40%, 규조토가 약 20%, 질석 약
20%, 코코피트가 약 20%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량상토의 경우 제오라이트의 함량이
20% 미만, 규조토가 10% 미만으로 적었으며 질석 및 코코피트가 약 60%, 피트모스가
10%정도가 함유되어 있었다. 제오라이트 및 규조트 함량이 높을수록 무거웠으며 수분
보유력은 질석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었다. 코코피트함량이 높은 제품의 경우 물
흡수속도가 늦어 파종시 충분한 물흡수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토
종류에 따른 육묘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토성분차이에 의한 모 생육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시판중인 상토의 경우 대부분 양분함량을 0.4%로 맞춰 판매하고 있어 양분의
차이가 없어 생육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Rice, nursuring, young seedling, soi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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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mapping of rice stripe virus resistance gene, Stv-b, derived from Zenith
Sais-Beul Lee1, Nkulu Rolly Kabange1, Su-Min Jo1, Ji-Yoon Lee1, Yeong-Ho Kwon1,
Ju-Won Kang1, Dong-Jin Shin1, Jong-Hee Lee1, You-Chun Song1, Jun-Hyeon Cho1,
Jong-Min Ko1, and Dong-Soo Park1,2*
1
2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Pili Drive, Los Baños, Laguna 4031, Philippines

Rice stripe virus (RSV) disease i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ice production,
transmitted by the small brown planthopper (SBPH; Laodelphax striatellus). Upon RSV
infection, plants develop typical symptoms, which include chlorosis and weakness of newly
emerged leaves, white and yellow spots, stripe on leaves, and necrotic and wilting leaves,
resulting in plant growth inhibition, oxidative damage that may culminate in programmed
cell death (PCD) and plant death in severe epidemics. Although RSV-resistant quantitative
trait loci (QTLs), Stv-a, Stv-b, and Stv-bi, were mapped using various resistant varieties, one
RSV-resistant gene, OsSOT1, has been identified so far. In this study, we used the rice
cultivar Zenith, known to carry Stv-b, to investigate novel RSV-genes through fine mapping.
Therefore, we crossed Zenith (Donor parent, RSV resistant) with Ilpum (Recurrent parent,
RSV susceptible) to fine-map using a BC2F2 population of 2,100 plants. Chromosome
segment introgression lines that were heterozygous at a different region were selected, two
types of heterozygous lines showed an heterozygous genotype between Sid2 and Sid75 to
Indel9 and RM6680. Interestingly, we identified qSTV11Z region harboring Stv-b, covering
about 171-kb region between the InDel markers Sid75 and Indel8. The localization of
qSTV11Z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for marker-assisted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rice breeding.

Key words : Rice stripe virus(RSV), quantitative trait locus, Stv-b, mapping, Zen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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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s pyramiding of bakanae disease resistance gene,
qBK1 and qFfR1, in rice
Sais-Beul Lee1, Su-Min Jo1, Nkulu Rolly Kabange1, Ji-Yoon Lee1, Yeong-Ho Kwon1,
Ju-Won Kang1), Dong-jin Shin1, Jong-Hee Lee1, You-Chun Song1, Jun-Hyeon Cho1,
Jong-Min Ko1, Kyung-Min Kim2 and Dong-Soo Park1,3*
1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Republic of Korea

2

School of Applied BioSciences,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3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Pili Drive, Los Baños, Laguna 4031, Philippines

Bakanae disease, caused by Gibberella fujikuroi, is one of the most devastating diseases
threatening rice production in Korea. In recent years, the incidence of bakanae disease
became alarming due to the mechanical transplanting practice where the spread of bakanae
can be amplified during accelerating seeds growth using seeding boxes. The development of
resistant rice cultivars could be the primary and effective method

for controlling bakanae

disease. However, the effects of individual resistance genes are relatively small. Therefore,
pyramiding of bakane resistance genes is a promising strategy in rice breeding. In this
study, genes pyramiding approach was employed to develop bakanae disease resistant lines
carrying both of qBK1 and qFfR1 introduced from MY299BK and Nampyeong, respectively.
Thus, two hundred F6 RILs from the cross between “MY299BK” (qBK1) and “Nampyeong”
(qFfR1) was developed and the pyramiding effect of the qBK1 and qFfR1 resistance genes
were investigated. The MY299BK carrying qBK1 originated from cv. Shingwang, which was
found to have a higher resistance compare to that of Nampyeong. The distribution of
resistance in the population showed a biased distribution toward resistance in the F6:7
populutions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MY299BK and Nampyeong. And we also
selected the SN2 marker linked to bakanae disease which can classify qFfR1 gene from
qBK1. Although the effect of gene accumulation by the SN2 marker could not be
confirmed, it was confirmed that "MY299BK" and "Nampyeong" were separated at a ratio
of 186:14.

Key words : Rice, bakanae disease, qBK1, MY299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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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a novel bakanae disease resistance QTL originated
from Zenith in rice (Oryza sativa L.)
Sais-Beul Lee1, Nkulu Rolly Kabange1, Su-Min Jo1, Ji-Yoon Lee1, Yeong-Ho Kwon1,
Ju-Won Kang1, Dong-Jin Shin1, Jong-Hee Lee1, You-Chun Song1, Jun-Hyeon Cho1,
Jong-Min Ko1, and Dong-Soo Park1,2*
1
2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Pili Drive, Los Baños, Laguna 4031, Philippines

Bakanae disease, caused by several Fusarium species, imposes serious limitations to the
productivity of rice across the globe. The incidence of this disease has been shown to
increase, particularly in major rice-growing countries. Thus, the use of high resistant rice
cultivars offers a comparative advantage, such as being cost effective, and could be
preferred to the use of fungicides. In this research, we used a tropical japonica rice variety,
Zenith, a bakanae disease resistant line selected as donor parent. A RIL population (F8:9)
composed of 180 lines generated from a cross between Ilpum and Zenith was used. In
primary mapping, a QTL was detected on the short arm of chromosome 1, covering about
3.5 Mb region flanked by RM1331 and RM3530 markers. The resistance QTL, qBK1Z,
explained about 30.93% of the total phenotype variation (PVE, logarith of the odds (LOD)
of 13.43). Location of qBK1Z was further narrowed down to 730 kb through fine mapping
using additional RM markers, including those previously reported and developed by Sid
markers.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mproving resistance to bakanae disease
and promoting breeding efficiency using MAS from qBK1Z region. The new QTL, qBK1Z,
developed by the current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foundation to promoting breeding
efficiency with an enhanced resistance against bakanae disease.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resistant rice lines carrying single or multiple
major QTLs using gene pyramiding approach and marker-assisted breeding.

Key words : Rice, bakanae diseas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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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자원 활용과 개발을 통한 라오스 토종닭 품종 상업화
권민아1 ㆍ 쑥삼란 캄포메2 ㆍ 신창호1* ㆍ 홍승길3 ㆍ 김윤경3
1

농촌진흥청 코피아 라오스 센터, 2라오스농림연구청 축산연구소, 3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Commercialization of Indigenous Chicken Breeds Through Genetic Resources
Utilization and Development
Mina Kwon1, Souksamlane Khampoumee2, Changho Shin1*, Seung-Gil Hong3, Yoon-Kyeong Kim3
1
2

KOPIA Laos Cent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Vientiane, Lao PDR

Livestock Research Center, National Agriculture Forest Research Institute, Vientiane, Lao PDR
3

Division for KOPI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Republic of Korea

Laos local chickens have low egg productivity and high chick mortality because of diseases
and poor feeding. This project aims to create a new Laos native chicken variety with high
egg production, good growth performance, and low chick mortality. The new native chicken
variety will be developed in 2020-2022, using F3 hybrid chicken developed through last
KOPIA project in 2016-2018, and the developed chickens will be tested in model farms
and Savannakhet University selected by Livestock Research Center(LRC), the cooperative
organization with KOPIA. We expect that this project helps conserve the genetic resources
of Laos native chicken, contribute to food security, and increase farmers’ income in Laos
PDR.

Key words: chicken, native, KOPIA,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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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평야지에서 명거배수로 설치에 따른 논콩의 생육 및 수량특성
배희수* ․ 장현수 ․ 김대욱 ․ 윤종탁 ․ 김욱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Growth and Yield Characteristics of Paddy Field Soybean according to
Open Ditch Drainage at the Honam Plain Area
Huisu Bae*, Hyeonsoo Jang, Daeuk Kim, Jongtak Youn and Ukhan Kim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대규모 호남평야지에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 그러나 평야지 논은 경사가 없어 배수가 잘 안되므로 안정적인 콩 재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통하여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배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수효과가 우수하여 습해 경감과 증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암거배수 시설을 대면적 평야지에 설치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논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명거배수는 설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되어 대면적 평야
지 논에서 적용하기에 경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호남평야지 논에서 콩을
재배할 경우 습해 경감을 위해 논 가장자리에 깊이 40cm의 명거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따른 콩의 생육과 수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콩의 생육은 배수 1년차(2018년)에 배수처리별 대원콩의 초장은 관행 99.4, 배수
112.3cm 였으며 출현율은 관행 62.3% 배수 95.5%로 배수처리에서 콩의 생육이 양호하

였다. 배수 2년차(2019년)는 배수처리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배수처리에 의해 14% 증
수 효과를 나타냈으나 여름철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재배 3년차(2020년)에는 명거배수
처리에 의한 수량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습해 이외에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일조
량 부족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명거배수 단일처리이외 강
제 배수펌프 설치 등 추가적인 배수처리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Paddy Field, Soybean, Open Ditch Drai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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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를 이용한 파프리카 수분스트레스 탐지법
박세근1.* ․ 김광호1, 강위수1, 전성욱1
1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

Detecting salt stress of paprika using NDVI
Sekeun Park1.*,
1

Gwangho Kim1, Weesu Kang1, Sungwook Jeon1

Crop protec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ral Science,

Wanju, Jeollabuk-do, Korea

파프리카는 재배의 모든 과정이 하우스내에서 이루여져 노지에 비해 안정적인 재배
환경이 유지될 수 있으나 양액 조성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유묘기 파프리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에 분
광필터를 장착하여 250mM NaCl 처리에 따른 시간대별 파프리카의 NDVI 영상을 수집
한 후 분석하였다. 본엽 4~5엽기 파프리카를 250mM NaCl 용액과 물(무처리)을 담은 식
물배양용 페트리디쉬에 넣어 지속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 후 3, 9, 21, 33,
45, 57, 69, 81, 93시간 순으로 촬영하고 NDVI 수치를 색 지표값으로 변경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mageJ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인 색 지표를 표시하고 시
간대에 따라 각 영상별 색 지표의 최대값을 조사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값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처리 후 9시간까지는 무처리구와 NaCl 처리구에서 최다 분포를 보이는 색
지표값의 차이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1시간째부터는 점차 그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육묘 시 유묘별 수분스트레스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Key words : Paprika, NDVI, Salt stress, Single image, Peak colo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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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다수성 벼 개발
강신숙1, 이정란1, 이병모1, 엄형식1, 박다영1 강경호2*
1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전주 54875, 대한민국

2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수원 16430, 대한민국

아프리카 벼개발파트너십 사업은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
KAFACI)와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이 2016∼2025년
까지 9년 1개월간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다수성 벼 품종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19개 참여국(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국별 2품종 이상의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25%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프리카 벼개발파트너쉽 1단계

(2016.12-2019.12)에서는 한국-아프리카 벼 교배를 통해 다수성 벼 유전자원을 확대시
켰고 아프리카 회원국의 벼 육종역량을 강화시켰다. 벼 품종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배양 기술을 도입했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교배육종을 할 수 있도
록 우수한 벼 계통을 만들어 회원국과 유전자원을 공유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통일형
품종과 19개 회원국에서 공유한 131개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총 18,131 계통을 공시
하였고 2,550 계통을 선발하여 회원국에 546계통을 분양하였다. 회원국은 총 6,221계통
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특성검정을 실시하여 지역에 적합한 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 적응성 시험 및 품종 등록 등 다양한 품종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국 5품종(세네갈 2, 말리 1, 말라위 2)이 등록되었고 9개국 37품종이 품종등록을 위
한 지역적응시험 중에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각국에서 선발된 우수 유전자원은 아프리
카 현지적응 품종개발에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며 품종개발의 가속화를 통해서 아프리
카 쌀 생산성 향상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Key words : KAFACI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벼, 품종등록,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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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개선된 수확 후 관리 모델 매뉴얼 적용 효과
엄형식1, 이정란1, 이병모1, 강신숙1, 박다영1, 홍성식2, 김지강2*
1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전주 54875, 대한민국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전주 54875, 대한민국

아프리카 원예 작물의 수확 후 손실률은 타 대륙에 대비하여 높은 편이나, 수확 후 관
리를 위한 적절한 매뉴얼이 없으며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방식들은 기후, 인프라, 생산
환경 등에서 아프리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 (KAFACI)

‘원예 수확 후 관리 기술 개선 모델 개발 및 적용’ 과제를

통해 참여국 (가나, 나이지리아, DR콩고,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우
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튀니지)의 원예 작물의 수확 후 손실률을 감소

시키고 소농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과제는 2015년에 시작하여 2021
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회원국들은 토마토 수확후관리 공통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범포·선별장 운영, 운반 상자 변경, 교육 등을 통하여 4~40%의 수확 후 손
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 다른 나라에도 적용
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및 확산 방안도 제시하였다. 짐바브웨에서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냉각실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농촌에서 농작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가나의 경우 e-매뉴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확산성을 높였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수확 후 관리 방안을 각 나라에 적용하면 회원국의 원예작물 수확후
손실률 감소에 따른 소농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orea-Food Food and Agriculture
Coperation Initiative), 아프리카, 원예 작물, 수확 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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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농업기계화 현황 조사
엄형식1, 이병모1, 이정란1 강신숙1, 박다영1, 강태경2*,
1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전주 54875, 대한민국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전주 55365, 대한민국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ha의 농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과 축산에 사용되는
아프리카의 토지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
로 농업기계화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기초 현황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
체 (KAFACI) 18개 회원국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DR콩고,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
르, 튀니지)에서 실질적인 연구 의제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농업 기계화
현황을 조사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18개국 내 대표 지역을 설정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문조사, 면담 등
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바탕으로 가치사슬 단계별로 사용되는 농기구와 농기계를 파악
하였고, 구체적인 지수와 수치를 도출해 사용 정도를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소유 주
체와 소유 방식을 연구하였으며, 가치 사슬 단계별 농기계 선호도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책 현황과 농기계 사용의 제약 사항을 파악하여 기초 자료를 완성하였다.
농업기계화 현황 기초 자료는 각 나라에서 연구 의제 설정과 정책 제안에 활용될 것이
다.

추가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됨

으로써, 향후 전국적인 농기계 현황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KAFACI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아프리
카, 농업기계화,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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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단백질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계 사양기술 개발 및 적용
박다영1, 이정란1, 이병모1, 강신숙1, 엄형식1, 전진주2*
1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전주 54875, 대한민국

2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평창 25342, 대한민국

달걀은 인구 증가 및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중요 단백질 공급
원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는 회원
국 국민들의 단백질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소농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가별
적용 가능한 사료배양과 양계사양기술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단
계(2015년~2016년)는 각 국가의 양계 사양 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2단계
(2017년~2019년)에서는 1단계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해 각 국가의 농촌지역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양계 사업을 지원하였다. 참여국은 총 17개국(카메룬, 코모로, 코트디
부아르,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며, 3년 간 1,040농가를 대상으로 63,438마리
의 중병아리를 보급하였다. 사양기술 매뉴얼을 기반으로 참여 농가를 훈련 시키고 정
보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계 규모를 확대 할 수 있었다. 또한, 백신 프로그
램과 배합 사료 제조에 관한 지식이 있는 농가는 최소 비용으로 현재의 양계 생산성을
유지하였고 수익을 통해 양계 규모를 확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회원국들은 낮은
질병 대처능력, 열악한 양계장 환경, 값비싼 사료 공급과 같은 저생산성 상황을 개선함
으로서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Key words : KAFACI,아프리카, 중소가축, 양계사양, 소규모농가, 달걀, 단백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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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양파 재배시 적정 파종량 및 적정 묘 크기 비교
남두성1‧ ‧이재림1‧ 박종찬1‧ 최인후1*‧ 홍승길2 ‧ 김윤경2
1

KOPIA 스리랑카센터, 2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Study on Optimal Seeding Density and Seedling Size
about Big Onion(Allium cepa) in Sri-Lanka
D.S.Nam1, J.L.LEE1, J.C.Park1, I.H.Choi1*, S.G.Hong2, Y.K.Kim2
1

KOPIA Sri Lanka Center, HORDI, DOA, Gannoruwa, Peradeniya, Sri Lanka

2

Technology Cooperation Bureau,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Korea

스리랑카 양파(Allium cepa L.)는 크기가 작은 Red onion(쪽파)과 크기가 비교적 큰
Big onion(양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마하와 얄라 시즌 두 시기에 재배되고 있다. Big
onion은 스리랑카 건조지대의 주요한 경제작물로 얄라시즌 (4월∼9월)에 80% 이상이
재배되고 있다. 스리랑카 양파 연간소비량은 295천톤 정도이나 생산량은 5,618ha에서
89천톤(2016년)에 그쳐 자급율 30%정도로 낮아 해마다 60∼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스리랑카 양파 농가 평균 수량은 14-16톤/ha이나 시험장에서 개발한 MIBO-1 품종과
시험장 재배기술로 재배된 잠재 수량은 32톤/ha으로 관행의 2배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2017, DOA). 따라서 농가와 시험장의 수량성 차이극복을 위해서는 신품종 보급과 더
불어 재배기술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신품종 보급은 2017년부터 KOPIA양파 종자 시범
마을에서 신품종 종자를 본격 생산 보급하고 있으나 양파 재배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
정이다. 특히 육묘관리는 잦은 기상변동과 재배관리 기술 정보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자 파종량이 묘소질에 미치는 영향과 묘 크기가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KOPIA 양파 종자생산 시범마을인
Galenbindunuwewa 농가 포장에서 2019년 4월 23일 MIBO-1 품종 종자 6g/㎡, 12g/㎡,
24g/㎡의 파종량을 각각 파종하고 44일 육묘한 후 묘소질을 조사 비교하였다. 묘 크기
별 수량성은 6월 5일 묘를 대·중·소로 구분하여 본 밭에 정식하고 8월하순에 수확하여
구 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종자 파종량 6g/㎡, 12g/㎡, 24g/㎡ 파종에서 소묘(2.4g이하)생산 비율은 각각 35%,
47%, 78%로 파종밀도가 높을수록 소묘 생산량이 많았다. 묘 크기별 구 크기는 대묘(줄
기직경 3.5mm이상), 중묘(2.5-3.49mm), 소묘(0-2.49mm)가 대구(50g이상) 비율이 각각
54%, 23%, 23%로 대묘 정식구가 중소묘보다 대구 생산량이 2배 정도 많았다. 이상의
결과는 스리랑카 양파 재배 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 words : Onion(Allium cepa), Seeding density, Seedling Size, Sri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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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genome comparison of agriculturally important species under Lamiales
Yedomon Ange Bovys Zoclanclounon, Senthil Kumar Thamil Arasan, Hwa Jin Jung, Tae-Ho Kim,
and Keunpyo Lee*
Genomic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4, Korea

Lamiales is an order of flowering plants including 24 families, 1,059 genera and more than
23,755 species. The main families of Lamiales are Oleaceae, Lamiaceae, Pedaliaceae,
Martyniaceae, Gesneriaceae, and Acanthaceae viz. involving man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important oil crops such as sesame(Sesamum indicum), perilla(Perilla frutescense)
and

olive

(Olea

europaea).

Some

aromatic

and

pharmacological

species

such

as

leonurus(Leonurus japonicus), patchouli (Pogostemon cablin) and lavender(Lavandula spica)
are also located under Lamiales. In the current data retrieved from NCBI genome
database(accessed on Nov. 8. on 2020), genome assemblies of Lamiales covers 12 families,
25 genera and 57 species. The number of genome assemblies is subjected to increase
rapidly during 2019 and 2020. The genome sizes may varies highly from 2.3Mb to 2.9Gb.
The available of 70 genomes will be provided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studying
comparative genomics, though N50 values were highly obtained for 17 genomes. Our de
novo assembled genome of S. indicum species was aligned to available chromosome level
assemblies of Olea europaea, Primulina huaijiensis, Andrographis paniculata, Avicennia
marina, Utricularia gibba, and Scutellaria baicalensis using

the MUMmer. The results

showed surprisingly that most species have large similarity regions except Utricularia gibba.
Collectively, the conserved genes located in the similarity blocks could be excellent targets
for an evolutionarily based study and these datasets will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enlightening the function of their genes and genomes.

Key words : Lamiales, comparative genomics, similarity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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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유묘기 정밀검정을 통한 내염성 계통 선발 및 분자표지 활용 검토
김진희 ․ 모영준 ․ 하수경 ․ 정지웅 ․ 김석만 ․ 정종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Selection of salt tolerant rice breeding lines through seedling stage screening
techniques and evaluation of potential molecular markers
Jinhee Kim ․ Youngjun Mo ․ Su-Kyung Ha ․ Ji-Ung Jeung ․ Suk-Man Kim and Jong-Min Jeong*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벼의 내염성 증대는 염의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의 경작지 확장을 의미하며, 이
는 인구 증가로 인한 부족한 식량의 확보를 위해 벼 육종에 있어 중요한 목표 중 하나
이다. 벼는 염이 침출하는데 용이한 담수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어 간척지와 같
은 염토양을 활용하는데 좋은 주요 작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포니카 벼의 내염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유묘내염
성 정밀 검정법을 확립하고, 내염성 유망계통의 조기 선발을 위해 기존에 보고된
Saltol QTL 분자표지를 평가하였다. 기존의 검정법으로 2회에 걸쳐 시험한 결과 내염성
으로 선발된 계통 중 약 40%의 계통이 개선한 정밀 검정법으로 검정한 결과 매우
약으로 나타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묘 내염성 정
밀 검정법은 반복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다 신뢰할 만한 검정법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9개의 분자표지 중 모부본에서 다형성을 나타낸 11개의 마커를 이용하여, 선발된 계
통들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총 5개의 분자표지가 내염성 계
통의 조기 선발 분자표지로 평가되었다. 선발된 분자표지는 표현형의 검정을 통해 내염
성을 평가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염성 유망
계통의 선발 효율을 증대시켜 향후 자포니카 벼의 내염성 증진을 위해 이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Rice, Salt tolerance, QTL, Reclaimed land, Abiot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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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체 노즐 활용 과수원 농약살포 실증연구
김성종*, 박서준, 노정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Empirical study of spraying pesticides using Two-phase nozzles for smart farm
on apple orchard
SungJong Kim*, SeoJun Park and JeongHo Noh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gun 55365, Korea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와 농업 생산인구의 고령화로 과수원 노력 절감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과원 마이크로 스프레이 시스템을
활용 약제 자동화 체계 개발, 감귤 병해충 방제를 위한 효율적인 농약 살포 시스템 개
발 등은 안전하게 농약 살포하고 농작업 노력 절감 연구의 대표적인 경우로 노지 디지
털농업에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온실에서 고온기에 온습도 조절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체와 액체를 동시
에 압력을 가해 뿌려 주는 이류체 포그시스템의 노즐을 활용하여 사과원에서 손쉽게
농약살포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노지 사과원에 이류체 노즐 시스템(21세기 엔지니어링)
을 이용하여 상하 이동식 농약살포 시스템을 시설하고 기존의 고속분무기(이하 SS기)와
비교하였다.
이류체 노즐은 약액에 압력을 가해 분사하면서 강한 공압으로 밀어주는 방법으로 입
경 38.62um의 미세한 입자가 뿌려져 노즐 바로 앞 3m까지는 약액이 97% 이상 부착되
지만 6m에서 60% 미만, 9m에서 30% 미만의 약액이 부착된다. 노즐과 거리가 멀어질수
록 부착되는 약액이 적다. 특히, 미세한 입자로 분무되기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강한 바람을 타고 50m 이상 비산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류체는 팬을 돌려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농약을 분사하는 SS기와는 달리 잎
앞면에 약액 부착량이 많고 잎 뒷면에 부착량이 현저히 적어 잎 뒷면에 발생하는 병해
충의 방제에 적절한 방제가 불가능하고 이류체 노즐에서 뿌려지는 약액의 살포각도가
27.66도로 분사되는 폭이 좁아 나무의 중앙에는 약제가 잘 부탁되지만 가장자리에 약
제가 고루 살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류체 노즐을 과수원 농약살포에 활
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Key words : Apple, Two-phase nozzle, Control of pest an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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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한 발효커피의 품질 특성
강해주* ․ 백합화 ․ 박소은 ․ 황병순 ․ 장미 ․ 김지영 ․ 여수환 ․ 황인국 ․ 김기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본 연구는 효모균주에 따라 제조한 발효커피의 품질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 재배된 아라비카종 열매를 수집하여 효모로 알코올 발효를 하였다. 효
모는 국내 생막걸리에서 분리한 야생효모(Sacch. cerevisiae YM31) 1종과 중국산 효모
(Sacch. cerevisiae) 1종을 사용하였고, 이를 커피열매에 접종하여 30℃ 인큐베이터에서
0~7일 동안 발효하였다. 로스팅한 발효 커피의 산 생성율을 확인하기 위해 pH와 산도
를 측정하였고, 주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인, 트리고넬린, 클로로겐산 함량
을 분석하였다. 발효일이 길어짐에 따라 pH는 감소하였고, 산도는 증가하였다. pH는 3
일차에, 산도는 7일차에 효모 처리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카페인, 트
리고넬린, 클로로겐산 함량은 발효일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발효 7일
차에 효모 처리구간의 트리고넬린 함량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본 연
구에서 사용한 SC. YM31 균주는 isoamyl alcohol을 생성하여 발효산물의 향미를 높여
주는 균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효일에 따라 휘발성분을 프로파일링하여 발효
균주별 향 특성을 확인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Coffee, Yeast,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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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잡종강세 계통의 영양, 기능성 및 호화특성 연구
한상익1*․ 안연주1 ․ 추지호1 ․ 최명은1 ․ 송석보1 ․ 성정숙1 ․ 김지영1
1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

Studies of Gelatinization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Nutrition and
Functional Substances on Sorghum Hybrid Lines
Sang-Ik Han1*, Yeon Ju An1, Ji Ho Chu1, Myeong Eun Choe1, Seok-Bo Song1, Jung-Sook Sung1
and Ji Young Kim1
1

Upland Crop Breeding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lyang, 50424, Korea

수수는 고량(高梁)이라고도 불리는 외떡잎식물 화본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물로 키는
1.5∼3m까지 자란다. 수수는 고온에 강하며 내건성도 강한 작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
으로 수수는 붉은 수수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외국에는 갈색부터 흰색까지 다양한 색
을 가진 수수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수수 수량성을 개선하기 위해 잡종강세
육성을 통해 수량이 5톤/ha 이상인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
고된바 없다. 그러나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웅성불임을 이용한 수수 잡종강세 품
종 육성에 성공하여 주요 계통에 대한 품질 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웅성불임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수수 잡종강세 계통은 수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밀양15호와 밀양18호가 개발되었고 밀양15호는 메성이며 밀양18호는 찰성인 계통이다.
일반성분 분석에서 밀양15호는 아밀로스 함량이 17.1%이며, 밀양18호는 3.3%였고, 단백
질 함량은 소담찰보다 낮은함량을 보였다. 전분함량에서 잡종강세 계통이 소담찰에 비
해 전부함량은 높고, 손상전분 함량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아밀로펙틴 결합방식을 확
인할수 있는 아밀로펙틴 체인분포는 중합도가 낮은 구간인 6~24까지의 비율이 높아 밀
가루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전분 호화특성에서는 밀양18호는 찰성으로 소담찰과 비
슷한 특성을 보였고 밀양15호는 메성으로 전분의 손상도가 클것으로 분석되었고, 노화
도 잘되는 특성을 보였다. 호화특성과 열흡수 특성 분석에서 밀양18호는 호화개시 온
도도 높고 최고 온도 등도 높았으나 열흡수량은 소담찰에 비해 낮아서 호화가 시작되
면 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가공용으로 적합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Key words : Finger millet, Finger1, nutrition, functional substance,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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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착유로봇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특성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량예측
김현종1* ․ 홍영기1 ․ 김국환1 ․ 이명훈1 ․ 김경철1 ․ 권경도1
․ 허정욱1 ․ 곽강수1 ․ 이재수1 ․ 백정현1 ․ 이상규1 ․ 이시영1
1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Characteristics analysis of data generated by cow milking robots and prediction
of milk production through integrated analysis
Hyunjong Kim1*, Youngki Hong1, Gookhwan Kim1, Meonghun Lee1, Kyoung-Chul Kim1,
Kyungdo Kwon1, Jeongwook Heo1, Kang Su Kwak1, Jaesu Lee1, Jeonghyun Baek1, Sanggyu
Lee1, Siyoung Lee1
1

Division of Smart Farm Developm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si, 54875, Korea

젖소 사육농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로봇착유기에는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량, 유단백, 유지방, 전도도, 활동량, 반추시간, 사료급여량 등이 생성되고 있
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여 젖소농장에 필요한 의
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 가축 질병 데이터와 보여주는 데
이터 패턴을 이용하여 가축의 질병 발생이나 진행 정도를 예측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젖소목장에서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목장
의 로봇착유기에서 발생한 데이터 8820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대상은
농장에서 로봇착유중인 젖소 69마리에서 발생하는 유량, 유단백, 유지방, 전도도, 활동
량, 반추시간, 사료급여량을 수집, 분석하였다.
수집데이터들의 피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체별에 따라 사료섭취량, 활동
량, 반추시간, 유지방함량, 유생산량이 각각 42%, 17%, 23%, 30%, 28%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다. 이는 개체에 따라 사료섭취 능력이 다르고, 사료섭취 능력이 다르므로 유생
산량이 차이가 나고, 활동 특성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사료섭취량은
유생산량과 7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단백질함량, 지방
함량이 낮아지는 변화와 연관이 있었다. 유생산량에 대한 이러한 피처들을 이용하여
유생산량을 추정하였는데, RandomForestRegressor가 RMSE 4.69로 가장 근사한 값을 추정
하였다. 이 모델로 질병데이터를 확보하여 질병발생을 예측해보고, 고능력우와 저능력우의 선
발과 도태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ey words : Cow milking robot, Dairy cow, Data analysis, Machine learning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481004)의 지원으
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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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사료용 새싹보리 품종선발
박종호1* ․ 김양길1 ․ 윤영미1 ․ 오세관1
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Selection of Barley Cultivars for sprouted fodder in Korea
Jong-Ho Park1*, Yang-Kil Kim1, Yong-Mi Yoon1 and Sea-Kwan Oh1
1

Crop Breeding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국내 생산 식가공용 보리의 수요처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처 확보가 필
요하다. 현재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새싹보리는 노지와 시설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재배의 경우 6~10일 정도 길러서 이용하게 된다. 식가공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잎과 줄기를 포함하는 어린싹을 이용하는데 반하여, 사료용 새싹보리는
버려지는 뿌리와 씨앗부분까지 모두 사용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배합사료 원료곡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국내산 사료로 대체시 외화절
감 및 사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영양 등 6종의 국내산 보리를
재배하여, 보리 품종의 농업적 특성 및 사료용 새싹보리의 생육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새싹보리의 노지 재배시 모든 품종에서 도복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수량은 호품이
250kg/10a로 가장 낮았으며, 큰알보리 1호가 449kg/10로 높았다. 사료용 새싹보리 총폴
리페놀함량은 0일차 0.13%에서 8일차 0.28%로 증가하였으며, 파종량별 DPPH(%)는
500g/트레이 파종시 31.3%로 가장 높았다. 재배기간에 따른 발아율은 평균 55.2%였으
며, 호품이 62.3%로 가장 높았다. 재배기간에 따른 건물률은 48.3%에서 18.1%까지 감소
하였으며 평균 27.3%로 파종 때보다 감소하였다. 사료용 새싹보리는 곡실과 조사료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국내 축산 농가에 겨울철에도 고품질 신선 조사료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Key words : Barley, Sprouted Fodder,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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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낙농업 현황 및 젖소 정액 수출 진입절차 대응방안
허주희1, 김소연1, 박희1, 허재영2*
1

전북대학교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2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Current Status of Dairy Industry in Pakistan and Study on Dairy Bull Semen
Export Countermeasures
Juhui Heo1, Soyoen Kim1, Hee Park1, Jaeyoung Heo2*
1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932, Korea
2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932, Korea

농업분야는 파키스탄 전체 인구 중 약 66%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써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2018년 기준 농업은 GDP의 약 1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목축업은 농업의 중요한
산업으로 1988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였으나, 2018년에는 약 58%를 차지하
고 있다. 2018년 기준 파키스탄의 연간 우유 생산량은 약 5천 7백만 톤으로 세계 주요
우유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 규모가 영세하며 전통적인 우유생산 시스
템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도시화 진전과 소비행태가 변화
함에 따라 수입된 우유를 통해 유제품을 가공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우유생
산 시스템은 점차 대규모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우유생산 시스템의
변화로 대규모 낙농목장을 중심으로 농가 실정에 적합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되
고 있으며 젖소 정액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키스탄 및 인접국가들
을 대상으로 젖소 정액 수출 신규 시장개척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해 파키스탄 젖소 정
액 수출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량, 사양, 번식 기술 등을 포함한 수출 진입절차 대
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Key words : Pakistan, Dairy industry, Korean dairy semen, Export,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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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한국 양파의 생산성 평가
나란델게르 체렌필1 ․ 나산아리운 푸렙수렌1 ․ 최만영2* ․ 홍승길3 ․ 김윤경3
1

몽골생명과학대학교 식물농업연구소, 2KOPIA 몽골 센터

Evaluation of Korean onion varieties for productivity performance in Mongolia
Narandelger Tserenpil1, Nasan-Ariun Purevsuren1, Man-Young Choi2* Seung-Gil Hong3 and
Yoon-Kyeong Kim3
1

Institute of Plant and Agricultural Sciences,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Mongolia
2
3

Kopia Mongolia Center, Mongolia

Division for KOPI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Korea

Mongolia meets only 50% of its domestic consumption of vegetable by its local production.
In the case of onion, only 44.9% of local demand is supplied. The onion is one of most
widely used vegetable crop after cabbage and carrot in Mongolia. In 2017, the Government
of Mongolia approved the national program on “Vegetable production” for 2018-2022 and
one of the strategic task of this program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seed supply of
onions with specific task to increase seed material supply to 100 ton per year by 2022.
The study of ten Korean onion varieties for adaptability and yield performance test under
Mongolian condition was carried out at the Institute of Plant and Agricultural Sciences
experimental field during the summer growing season from 2018-2020. 19 important
characters were observed on 6 variety and 13 hybrids, with 3 replications, such as plant
height, a number of leaves per plant, length, the diameter of the bulb, average bulb weight,
bulb yield per plot, bulb yield per hectare, marketable bulb yield, and biochemical content
were observed in the mulched plots. The result showed that Richhong yielded the highest
with 35.6ton per hectare which is 14.7 ton per hectare more than the check, Stuttgarter
Riesen from Germany.

Key words : adaptability, yield performance, onion bulb, variety,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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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낙농유전자원 현황과 우리나라 유전자원 수출 진입 전략
박희1, 김소연1, 허주희1, 허재영2*
1

전북대학교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2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Current Status of Dairy Genetic Resources in China and Strategy to Enter
Korea's Genetic Resources Export
Hee Park1, Soyoen Kim1, Juhui Heo1, Jaeyoung Heo2*
1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932, Korea
2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Korea

우리나라는 1902년 젖소가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한 젖소 개량사업을 통하여 1999년
최초로 동결 젖소 정액을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었다. 현
재는 세계 3위 수준의 우수한 우유 생산성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공적 개발사업(ODA)과 농협젖소개량사업소 및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동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산 젖소 정액의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젖소유전자원 수출실적은 다소 부진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인접
한 국가인 중국으로의 2000년 수출 이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수출내역이 전무한 상
황이다. 중국정부는 낙농업을 중요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가 5개년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낙농정책에서 낙농선진국으로부터의 유전자원 수입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자국의
유전자원 발전을 통해 우유 생산량 증가와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나 여전히 번식용
젖소, 젖소 정액 등의 유전자원 수입량은 감소하는 대신 오히려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중국의 유전자원 수입 절차, 제출서류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젖소유전자원의 수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Key words : China, Dairy industry, Korean dairy semen, Export,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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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response of F1 progenies obtained from parents with contrasting
phenotypes against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incognita) in sweetpotato
Won Park, San Goh, Mi Nam Chung, Woon Chul Shin, Im Been Lee, Tae Hwa Kim,
Hyeong-Un Lee*
Bioenergy Crop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uan 58545, Republic of Korea

The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incognita, causes a serious reduction in yield and
quality of sweetpotato (Ipomoea batatas L.). Overall, sweetpotato losses from nematodes
have been estimated at approximately 10% worldwide. A demand to develop resistant
varieties and molecular markers to select this trait increased. In this study, the root-knot
nematode resistance test of 110 sweetpotato F1 individuals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susceptible 'Jinyulmi' and resistant 'Mokpo112' varieties to M. incognita was investigated.
We defined resistance as the presence of <10 egg masses per plant and susceptibility ≥10.
The average number of egg masses formed on fibrous roots of 'Mokpo112' was zero and
that of egg masses formed on fibrous roots of 'Jinyulmi' was sixty-two. Among the F1
progenies from these two parental varieties, 65 individuals were resistant and 45 individuals
were susceptible. The segregation ratio was represented by 1.4 (resistant) to 1 (susceptible).
Among them, there were 30 individuals with no egg mass and 11 individuals with over
100 egg masses. We expect that these resistant or susceptible progenies will be used as an
analysis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s.

Key words : root-knot nematode, sweetpotato, F1 progeny, resistance,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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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disinfectants intended for a pig farm environment
Eunju Kim*, Younghun Jung, Ara Cho, Han Gyu Lee
National Institution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Disinfection is a useful component of disease control, although products and chemical
groups vary in their activity against different pathogens. This study investigated survival of
coliform and Escherichia coli (E. coli) after pressure cleaning and disinfecting fecal
contaminated environment with the commercial disinfectants in pig farm. Hand swab
samples were collected before cleaning, before disinfectant application, 1day, 2day, 3day,
4day and 5day after disinfectant from center of floors, feeders and drinkers. Fecal coliform
and E. coli were enumerated on coliform and E. coli/Coliform Count Plates (Petrifilm™ CC
and EC plates). Typical colonies on each media type were confirmed following standard
procedures. Results are shown in Table 1 and 2.
Table

1. Mean counts for confirmed coliforms

according to before, after pressure

cleaning and 24h, 48h after disinfect application in pig farm

Center of Floors
Corner of Floors
Wall
Feeders
Drinkers
BC; before cleaning.,

Table

BC
AC
1.35
0.00
2.26
1.08
1.04
0.00
1.34
2.15
3.38
1.90
AC; After cleaning,

Log10 CFU/mL
24h AD
0.00
2.14
0.00
0.00
0.00
AD; after disinfectant., h; hour

48h AD
0.00
1.76
0.00
0.00
0.00

2. Mean Counts for confirmed E. coli/Coliform according to before, after

pressure cleaning and 24h, 48h after disinfect application in pig farm

Center of Floors
Corner of Floors
Wall
Feeders
Drinkers
BC; before cleaning.,

BC
AC
0.85
0.30
2.36
1.12
0.38
0.00
1.28
1.62
3.47
1.68
AC; After cleaning,

Log10 CFU/mL
24h AD
0.00
1.30
0.00
0.00
0.00
AD; after disinfectant., h; hour

48h AD
0.00
1.60
0.00
0.00
0.00

Key words : Disinfectant, E. coli/Coliform Count, Pig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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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포도 ‘홍주씨들리스’ 시장성평가를 통한 마케팅방안 도출
김단혜1 ․ 하두종1* ․ 노정호1 ․ 위태석2
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Marketing points derived from Market testing of New variety grape “HongJuSeedless”
Danhye Kim1 ․ Doojong Ha1* ․ Jeongho No1 ․ Taeseok Wee2
1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ration, Wanju-Gun 55365, Korea
2

Rural Development Adminisration, Jeonju-si Nongsaengmyeon-ro 300, Korea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원예특작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수출 확대 및 관련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비 다양화에
맞춰 신품종 농산물을 활용한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품종 농산물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품종 농산물의 시장성을 평가하
고, 개발방향 설정, 재배 및 수확후관리기술 개선, 상품화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품종 포도‘홍주씨들리스’의 거래행태를 분석하고,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업
자(경매사, 중도매인, 농업전문기자 등)를 대상으로 3년 간(2017 진행한 시장성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품질 변화 특성, 향후 기술적 보완 방향,‘홍주씨들리스’의 시장 조
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전략 및 상품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 2017,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송이크기, 송이모양, 알크기, 껍질색깔, 경도
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가 시장테스트 평가를 반영하여 송이, 알 크기를
키운 결과이다. 그러나 2019년 기상악화(장마)로 당도와 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
다. 지속적인 농가 재배기술 지도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품질 균일화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마케팅 방법으로는 소비자, 유통종사자 대상 시식 및 홍보, 젊은 층 트렌드에 맞는 포
장, 식자재 마트 판매, 9월말에 당도를 높여 거봉 및 수입품종과의 경쟁을 하되 가격경
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New Variety Grape, Market testing, HongJuSeedless, Market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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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보리 품종의 가공제품 연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H사 검정보리 음료 사례를 중심으로 채용우1 ․ 유홍규1․ 김성섭1**
1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Caused by the Use of Black Barley varieties
as Raw Materials for Processed Products
Yong-Woo Chae1, Hong-Kyou You1 and Seongsup Kim1**
1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Korea

농가는 신품종을 도입할 때 생산 위험과 판로의 불안정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농가는 재배 기술 보급으로 일정부분 해결 가능한 생산 위험에 비해 판로개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리 신품종인 검정보리(흑누
리, 흑수정찰)가 민간기업의 가공제품과 연계 된 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기업 역시 안정적으
로 원료를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검정보리 품종이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H사의 검정보리 가공음료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산업연관분석의 공급견인모형
(Supply-Driven Model)과 수요견인모형(Demand-Driven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
해 필요한 농업편익은 검정보리 음료의 '18년 매출액과 점유율, 향후 브랜드 점유율,
검정보리의 농가 생산액, 보리 소득률(35%) 및 부가가치율(73.7%) 등을 기초로 산출하
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보리 생산으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농가소
득액의 현재가치는 24.5억원, 농업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는 51.5억원이다. 둘째, 검정보
리 생산으로 인한 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는 10년간 153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07명으로 산출되었다. 파급효과 중에서 맥류 및 잡곡은 52.2억원, 음식료품
56.9억원, 서비스 및 공공행정은 24.9억원이었다. 셋째, 검정보리 음료 소비로 인한 후
방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10년간 4,75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792명으로 산출되었다. 파
급효과 중에서 비알콜음료는 2,142억원, 서비스 및 공공행정 958억원, 화학제품은 512
억원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보리 매출액 증가에 따라 검
정보리 원료곡 재배면적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농가의 추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원료비중(3.2%)이 낮아, 관련 음료시장 및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정보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보전을 위한 R&BD의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수요자를 대상
으로 관련 품종의 특성 및 가공적성과 관련 된 홍보를 강화하고, 품종 설명회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Key words : Barley, New Variety, R&BD, Inter Industry Analysis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PJ01508801)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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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 적정 물관리기술 적용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연구
홍정식1 · 조준현2* · 박혜원1 · 남궁설1 · 이호진1 · 박종윤1 · 최선태1
1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2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중남미 12개국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
체(KoLFAC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LFACI 회원국들은 중남미 공통의 농업현안을 해
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쌀은 중남미사람들에게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는 주요 곡물 중 하나이다. 중남미지역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순수입국이다.
쌀 생산 확대는 중남미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에 기여하는 도전과제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경지정리 미흡, 관개시설 미비, 물관리기술의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총 8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
리카,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페루)이 참여하여 관개답에 적합한 품종
선발, 적정 물관리기술 확립, 기술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벼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적정 물관리기술 확립은 생육주기별 최적 담수심 결정과 간단
관개기술 적용에 따른 생산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중
남미 8개국의 벼물관리과제 각 참여국의 환경에 최적기술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간단 관개기술 및 레이저(micro)균평 등 정밀측량기기 등을 이용한 물사용량 절감
효과는 14%~70% (30%이하 :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과테말라 등 3개국, 30 ~ 60% : 니
카과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4개국, 60%이상 : 온두라스)로 평균 42%
의 물 절감효과를 보였다. 또한 관개답에 적합한 품종선발 결과 4개국에서 8품종 및 8
계통을 선발(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페루) 하였고, 볼리비아의 경우 ‘Iniaf
Sicuri’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을 등록하였다. 특히, 온두라스의 경우 물 절감효과 70%
와 함께 생산량을 73% 까지 증가한 결과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 추후 좀 더 정밀한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엘살바도르 경우 50%정도의 물 절감효과에 비해
생산량 감소가 60%에 이르는 결과는 물관리기술 투입 시 농가현장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때 물 사용량을 42% 절감하면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평균 37%까지 증수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회원국들 간 성공적인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서로 공유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기술보급
을 추진함으로서 성공적인 KoLFACI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KoLFACI (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rice, water management,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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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관리 선진화 모델 구축 연구
홍정식1 ․ 이지현2* ․ 장민선2 ․ 홍윤표2 ․ 남궁설1 ․ 박혜원1 ․ 이호진1 ․ 박종윤1 ․ 최선태1
1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2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개도국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수확 이후의 손
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농산물 수확 후 손실률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 내외임에 반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의 수확 후 손실률은 20~40%에 달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수확 후 관리 관련 제반 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낮은
기술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주요국으로부터 교육
훈련, 기술자문에 대한 요청이 많다.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oLFACI)는 2017년
부터 중남미 8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
루)과 함께 국가별 여건에 적합한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 국
에서 토마토, 플랜테인, 망고,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확 후 품질관리의 주요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에서는 토마토에 CaCl2(1, 2%)와 NaClO(150, 200 ppm)을 처
리하여 당도, 경도 등을 분석한 결과, 2% CaCl2 처리 시 경도가 가장 잘 유지되고 중량
손실이 가장 적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플랜테인과 망고를 대상으로 선별 과정에서 왁
스코팅한 후 냉장 보관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플랜테인은 35%에서 20%으로 망고는
40%에서 20%으로 손실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토마토의
1-MCP 농도별 처리효과를 분석하였는데, 750ppm 처리 시 무처리(8일) 대비 숙기가 7
일 더 연장(15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까지 과제참여국별 주요 작물에 대한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KoLFACI 연
구과제를 통해 중남미국가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이 한단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Postharvest Loss, Technology, 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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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프로그램(Leaf Necrosis Classifier)을 이용한 파프리카, 오이
흰가루병 발병면적률 분석
박세근1.* ․ 김광호1, 강위수1, 전성욱1
1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

Analyzing powdery mildew of paprika, cucumber using image analysis
program, Leaf Necrosis Classifier
Sekeun Park1.*, Gwangho Kim1, Weesu Kang1, Sungwook Jeon1
1

Crop protec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ral Science,

Wanju, Jeollabuk-do, Korea

흰가루병은 대표적인 절대 기생체균으로 식물 잎의 표면에 하얀색의 분생포자를 생성
하는 독특한 표징을 갖고 있다. 시설내에서 자주 발생하며 방제가 어려운 주요 문제병
해 중 하나이며 이를 방제하기 위해 다양한 약제, 유기농 자재들이 선발, 등록되고 있
다. 흰가루병의 방제효과는 잎 전체 면적 대비 흰가루병의 발생면적의 비율을 지표로
환산한 `발병도(Disease serious index)’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육안 관
찰을 통해 대략적인 면적을 산출하지만 해당 방법은 관찰자에 따라 오차값이 크기 때
문에 객관적인 분석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엽면적 분석
기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연구목적
에 한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eaf Necrosis Classifier는 이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
로써 머신러닝 기술을 간단하게 접목하여 사용자가 샘플사진을 통해 병반(necrosis)과
정상부위(leaf), 배경(background)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학습된 값들을 통해 비슷
한 작물들의 병반 이미지를 분석하고 병반면적률을 자동으로 산출해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분석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Paprika, cucumber, powdery mildew, image analysis,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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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마규제 변화과정을 통한 한국의 대마규제 완화방안
석다솜1 ․ 이인규1*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1

A study on Deregulation of Cannabis in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
of Cannabis Regulation in major countries
Dasom Seok1 and In-kyu Lee1*
1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Korea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및 이를 활용한 모든 혼합제제에 대해서 제조, 소지, 판매 등의 일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의료목적에 한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에 비해 외국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를 통해 대마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및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행 법령과 외국의 대마규제 변화 과정을 통해 현행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마와 CBD오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대마와 그 추출물 등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THC라는 향정신성 성분의 함량기준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대마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마를 합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락용 및 의료용 목적의 사용과 소량의
대마 소지에 대해서 비범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마 산업의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마 규제에 대해 완화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실증연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인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대마의 의학적 효과와 전문적인 연구가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대마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Key words : Cannabis, Marijuana, Drug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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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조 ‘핑거1호’의 영양, 기능성 및 전분특성 연구
안연주1 ․ 추지호1 ․ 최명은1 ․ 송석보1 ․ 성정숙1 ․ 김지영1 ․ 한상익1*
1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

Nutrition, Functional Properties and Starch Characteristics on
Finger millet Variety, ‘Finger1’
Yeon Ju An1, Ji Ho Chu1, Myeong Eun Choe1, Seok-Bo Song1, Jung-Sook Sung1 and
Sang-Ik Han1*
1

Upland Crop Breeding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lyang, 50424, Korea

손가락조(Eleusine coracana (L.) Gaertn)는 밀렛(millet)류에 속하는 화본과 소립곡물의
하나로서 원산지는 동부 아프리카지역이다. 손가락조는 인도 등 남부아시아와 중앙아
프리카에서 주요한 영양급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과 생리활성이 우수한 곡물자원인
손가락조로 신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무부에서는 2017년 최
초의 손가락조 품종인 ‘핑거1호’를 개발하였고, 품종 등록하였다.
핑거1호의 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은 10.2%로 일반 조의 11.1%와 기장의 12.5%에
비해서는 약간 낮으나 회분은 2.32%로 높고, 무기성분 중 칼슘은 322mg/100g으로 조의
22mg과

기장의

19mg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였다.

또한

폴리페놀

함량도

177mgGAE/100g으로 조의 63mg과 기장의 45mg에 비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도 우수
함을 보였다. 전분 특성은 X선 회절 분석에서 일반 곡물과 동일한 전형적인 입자 특성
을 보였고, 아밀로스 함량은 27.5%, 전분 함량은 74.5%,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105um, 손상전분의 함량은 11.08%로 나타났다. 특히나 식이섬유 함량은 핑거1호가
11.4%로서 일반조의 5.0%와 기장의 4.0%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을 보였다. 가공특성은
볶음 가공을 통한 분말혼합 두유가 비린맛 감소 등 기호성에서 가장 우수함을 보였다.

Key words : Finger millet, Finger1, nutrition, functional substance,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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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씨식물 게놈 신규 조립과 주요작물 동종 유전체 재조립 동향
박규황, Yedomon Ange Bovys Zoclanclounon, 정화진, 김태호, 이근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유전체과

2000년 모델식물인 애기장대 게놈이 식물 최초 사례로 발표된 이후, 20년 동안 총
1,375건의 육지식물(land plant) 게놈 조립이 보고되었다 (2020.11.17. 기준, NCBI
genome database, https://www.ncbi.nlm.nih.gov/genome). 게놈이 조립된 육지식
물은 총 634종(species)이고, 이 중 속씨식물은 75과 338속 616종이고, 겉씨식물은 2
과 5속 13종이다. 속씨식물의 게놈 조립 동향을 연도, 식물분류체계, 조립수준, 조립유
형(신규 종 조립/기존 종 재조립)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까
지 신규종 조립은 연간 2건 이내로 미미하였으나, 2009년 연간 9종을 시작으로 2019
년부터 연간 100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 등 시퀀싱 기
술의 발전과 분석 비용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부분 조립 종이 모
델식물과 경제적 작물에 치우쳐 있고, 약 30만종 속씨식물 중 약 0.2%만 조립되어 식
물군 전체의 게놈 수준 다양성 정보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634종의 조립수
준은 스캐폴드 335종(53%), 염색체 231종(37%), 콘티그 68종(10%) 순이며, 최근 염색
체 수준 조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염색체 수준의 게놈이 증가함에 따라 과 수준
의 이상의 다중 게놈 구조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새로운 종의 최초 게놈 조립
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표준유전체가 조립된 종이 다시 조립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애기장대 101건, 벼 143건, 옥수수 43 건 등). 집단유전분석에서 리시퀀싱이 개
체간 게놈의 실제 다양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퀀싱 비용 감소와 알
고리즘 발달에 의한 조립효율 향상으로 다수의 동종 내 재조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배체 게놈의 조립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립 성공사례
로는 불루베리, 딸기, 땅콩, 테프, 기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신규종 확대, 게놈
의 질적 향상, 동종 게놈 재조립 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ey words : plant, genom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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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기를 이용한 원형베일 조사료 인공건조 조건 탐색
정종성* ․ 박형수 ․ 최기춘 ․ 양승학 ․ 이배훈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A study on optimality conditions of round bale forage for artificial dried hay
using hot air blowers
Jeong Sung Jung*, Hyung Soo, Park, Ki Choon Choi, Seung Hak Yang and Bae Hun Lee
Grassland and Forag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Seonghwan-Eup, Cheonan-Si,
Chungnam, 31000,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수확철 잦은 강우로 안정적인 건초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분 40%정도의 헤일리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26년 건초 전면 수입 개
방화에 따라 건초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국내기후환경에 적합한 안정적인
건초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열풍기를 이용한 조사료 인공건조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송풍기(TBS-3765T, 이노텍)는 소비전력
4.2kW, 최대풍량 2,740 ㎥/h, 정압 210mmAq이었고 열풍기는 40kW용량의 열풍기
(DHBK-400, 대현)를 이용하였다. 열풍기와 송풍기는 지름 150mm 덕트를 이용하여 연
결하였고 열풍기의 경우 온도 40℃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조사료 원형베일을 상단
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통을 제작하였으며 사각통(가로 2000mm, 세로 2000mm, 높이
500mm) 상부에 원형 구명(지름 800mm)을 뚫어 원형베일로 바람이 들어가도록 하였고
바람이 위로 잘 올라 갈 수 있도록 턱을 만들었다. 투입 조사료 수분 조건(40%, 60%)
에 따라 건조시간을 측정하였고 수분 20%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계산하였다. 수분
40%의 원형베일을 이용하여 건조를 한 결과 수분 20%까지 5시간이 걸렸고 전력소비량
은 13 kW로 분석되었다. 수분 60%의 원형베일을 이용하여 건조를 한 결과에서는 수분
20%까지 16시간 42.9kW로 조사 되었다. 원형베일의 건조균일도를 조사한 결과 중심부
는 잘 마른 반면에 측면부는 덜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앞으로 건조 균일도 향상과
건조 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Hay, Forage, Hot air blower, round bale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306032020 )”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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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양잠 현황 및 발전방안
강필돈1* ㆍ 현종내1 ㆍ 박광근1
1

ㆍ 홍승길2 ㆍ 김윤경2 ㆍ 주완택3 ㆍ 김기영3

KOPIA 베트남 센터, 2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3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ions for Sericulture in Vietnam
PilDon Kang1*, Jong-Nae Hyun1, Kwang-Geun Park1, Seung-Gil Hong2,
Yoon-Kyeong Kim2, Wan-Taek Ju3, Kee-Young Kim3
1
2
3

KOPIA Vietnam Center, Hanoi, Vietnam

Division for KOPI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Korea

Sericulture and Apiculture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Korea

베트남의 기후는 열대몬순과 아열대로 나뉘며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다. 96.5만명의
인구 중 0.1%가 양잠업에 종사하고 있다. 베트남 양잠업은 2,0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
통산업으로 32개성에서 누에를 사육하고 있다.
베트남의 뽕밭면적은 2019년 11,793ha로 2017년 대비 26%가 증가했으며, 뽕나무 품
종은 1995년 이후 재래종에서 교잡종 위주로 신품종을 육성하였는데 서부고원지대는
삽목을,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F1 씨앗을 파종하여 증식 보급한다.
베트남의 누에품종은 백색고치 2화성(봄가을), 다화성 2화성(여름) 및 노란고치를 짓
는 다화성(연중) 등이 사육되고 있다. 현재 누에 품종보급 비율은 실크생산용 백색고치
2화성(봄가을) 누에품종 70.5%, 다화성 2화성(여름) 잡종누에가 24.6%, 순수한 재래종
다화성(연중)은 식용번데기 생산용으로 이용되며 4.9%이다.
베트남에서 누에 사육은 좁은 시설, 재래식 사육도구, 연속사육으로 위생관리가 어려
워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치 품질이 좋지 못하다. 누에는 연간 누에알 1상자 18g을 약
45 50만 상자를 사육한다. 2019년 고치 생산량은 11,855톤이고, 실크제품 총 수출액은
5,640만 달러이다. 정부에서는 백색실크 생산용 2화성 누에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 사육량의 약 70%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농
가에 보급한다.
베트남에서는 양잠이 벼나 채소재배에 비해 3 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누에 사육농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트남 양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뽕나무 재배법 개선과 생산성이 높은 누에 품종보급, 사육시설의 규모 확대,
잠실잠구의 개량이 요구되며 또한 농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

∼

Key words : 베트남, 양잠, 누에, 다화성,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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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가 농가 식용 옥수수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
안승현* ․ 박형호 ․ 김영진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이, 겨울철에는 폭설, 한파,
이상고온, 봄철에는 가뭄, 이상저온 등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연차 간 기상 차이가
극심해 영농과 작황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여름에는 평년에 비해 집중
호우 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아 수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올해와 강수량 차이
가 큰 작년의 옥수수 수량성을 비교함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가 옥수수 재배농가의 수
량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2020년 경북 고령군 쌍
림면 옥수수 현장실증시험 농가 포장에서 고당옥 등 5품종을 4월 하순~5월 상순에 육
묘트레이에 파종하여 5월 상·중순에 포장에 이식하였다. 2020년 고령군 전 생육기간
평균기온은 21.6℃로 전년대비 0.5℃ 낮았고 평년과 같았으며, 강수량은 844mm로 전년
대비 318mm, 평년대비 291mm가 많았고, 일조시간은 491시간으로 전년대비 205시간,
평년대비 80시간이 적었다. 2020년 옥수수 생육은 모든 품종에서 전년대비 착수고가
높아지고 착립장과 이삭폭이 짧아졌으며 이삭중이 32~50% 감소하였다. 이는 여름철 집
중호우로 인해 일조부족과 습해로 광합성이 저해를 받았고, 2019/2020년 겨울이 따뜻하
여 월동한 노린재가 이삭을 일부 가해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수량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조부족 내성, 내습성, 내병충
성 옥수수 품종과 피해 경감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Key words : 여름, 집중호우, 농가, 옥수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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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씨감자 생산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샤히드 하메드1 ㆍ 홍승길2* ㆍ 김윤경2 ㆍ 조경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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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Solution of Potato Seed Production Technologies in Pakistan
Shahid Hameed1, Seung-Gil Hong2*, Yoon-Kyeong Kim2 and Gyoungrae Cho3
1

Pakistan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Islamabad, Pakistan

2
3

Division for KOPI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Republic of Korea

KOPIA Pakistan Centre,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re, Park Road, Islamabad, Pakistan

Agriculture sector performance has fallen due to stagnant productivity leading to poor
economic growth and hindering poverty elevation measures. Their needs a major thrust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production resources by adopting modern technologies. Seed is the
basic input for agriculture sector and has imperative role in enhancing agriculture
productivity.
Potato crop is cultivated on commercial scale and a considerable amount was contributed in
Gross domestic Product of Pakistan. It’s grown both in highlands and plains as summer
and winter crop showing the importance in the livelihood of the diverse group of farmers.
Average yield of Potato crop in Pakistan is low as compare to other potato growing
countries. Although the potato seed of the 7th and 8th generations was imported, this only
accounts for 2% of the total needs. And its subsequent multiplication with formal and
informal way leads to accumulation of viruses due to the absence of latest diagnostic
techniques and monitoring system. Thus it’s clearly indicative of the prime factor in yield
reduction of potato crop and shows the importance of healthy virus free seeds usage in the
production system.
Serological surveys carried out by different researchers confirms the presence and variable
incidence of Potato virus X(PVX), Potato virus Y(PVY), Potato leaf roll virus(PLRV),
Potato virus A(PVA), Potato virus M(PVM) and potato virus S(PVS)
internationally
renowned economically important viruses in different agro ecological zones of cultivation of
potato crop in Pakistan. The lack of availability of quality seed potatoes by conventional
method are among the major stresses which pose direct challenge to production system.
The availability of alternate Aeroponic techniques, for potato plants grown with the help of
fine droplets without soil or substrate support is a new hope. This allows for higher growth
rates and healthy, uniform and vigorous potato tubers. Due to this, potato production
becomes more efficient and reduces the number of cycles in potato seed multiplication thus
reducing the threats to health and quality also. Soon the potato production system can be
revolutionaries using aeroponic technique to attain the self sufficiency in Pakistan.
Keywords: potato seed, aeroponic technique, multiplicatio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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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고추 수확후 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샤히드 하메드1 ㆍ 홍승길2* ㆍ 김윤경2 ㆍ 조경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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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 of Post-Harvest Management of Chili in Pakistan
Shahid Hameed1, Seung-Gil Hong2*, Yoon-Kyeong Kim2 and Gyoungrae Cho3
1

Pakistan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Islamabad, Pakist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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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or KOPI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Republic of Korea

KOPIA Pakistan Centre,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re, Park Road, Islamabad, Pakistan

Chilies are popular for their nutritional and medicinal values having a great dema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demand for chilies is increasing day by day both in local and
international markets. In the world, about 27.51 million tones of green chilies are produced
annually over an area of 1857.86 thousand ha (FAO, 2010). In Pakistan, green chilies are
cultivated on an area of 59.4 thousand ha with 121.9 thousand tones production. In Sindh,
chilies are grown on an area of 38.4 thousand hectares with production of 80,000 tons.
Sindh contributes around 86 percent of red chilies production in Pakistan. The average yield
of 1.7 tons per hectare contributes 1.5 percent of the country’s GDP. Pakistan is struggling
to export its premium quality chili peppers in the world because of its poor post-harvest
quality assurance practices, while competitors are dominating the global markets with their
lower quality products. Kunri, a small town of Umerkot that is also known as the home of
red chilies, chips in around 85 percent of red chili production of Pakistan, which is the
fourth largest producer of this crop after India, China, and Mexico.
In Pakistan studies shows that growers don’t buy seeds from breeders but save seed from
years to years which cause the buildup of viruses and fungal contaminants. Due to the
inability to invest in drying technology, unfortunately, half of the red chili production is
wasted due to high levels of aflatoxin, due to fungal causal organisms, aspergillus flavus
and apergillus parasiticus and other contaminations. Aflatoxin comes in chilies during
picking, drying, handling, packing, and transportation because of the metabolic activity of
fungus, physical rupturing and insect damage. An important spice crop Chili, which is
exported in dried form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Drying machines would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dried and disease free red chili has huge potential international
market. While machine driers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cessed product considerably, the
scale of the vast majority of growers in Kunri is too small to make investment in
dehydration plants.
Keywords: chili, postharvest management, dehydratio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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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집중호우가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
박형호* ․ 안승현 ․ 김영진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2020년 콩 재배 기간 중 개화기 무렵에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았고 이후 생육 중
에는 강수량이 적어 수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올해와 강수량 차이가 큰 작년의
콩 수량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수 조건의 차이가 콩의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국립식량과학원 포장에서 평원콩 등 22품종을 6월 18일 파종하
여 10월 하순까지 재배하였다. 2020년 전 생육기간 중 강수량은 1,292mm로 전년대비
674.2mm가 많았고, 일조시간은 700시간으로 전년대비 63시간이 적었다.
당년 개화기 전후 3일간의 강수량과 협수의 연차변이에 특정한 경향성은 볼 수 없었
다.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들의 전년과의 차이값을 상관분석한 결과 협수의 차이와 협
당립수의 차이는 R=-0.748로 고도의 부의 상관이, 협수의 차이와 수량 차이는 R=0.798
로 고도의 정 상관이 인정되었으며 기타의 형질차이 간에는 상관이 인정되지 않았다.
시험한 콩 품종의 2020년과 전년도의 생육차이를 짝지은 처리간 비교분석한 결과, 절
수는 1.7개, 주 당립수는 12.5개, 협당 립수는 0.3개가 많았고 백립중은 2.8g 적었으나,
수량은 254㎏/10a으로 전년과 차이가 없었다. 당년에 협수가 감소한 품종만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개화기 호우는 착협수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으며, 착협수의 감소가 수량감소
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립수가 증가하여 수량감소를 보상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생육상황은 배수 및 관수 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Key words : 콩, 집중호우, 품종,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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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Induced Electrical Signal Sensor Response According to KNO3 Solution
Injection into Cherry Tomato Stem
Pyoung Ho Yi*, Inbok Lee
Horticultural & Herbal Crop Environ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식물체가 토양 중의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작물의 생육상태
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식물체의 양수분 흡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물체의 엽을 파괴적으로 분석하거나 토양을 분석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파괴적인 방법은 일회성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식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
렵고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체 EC 센서(Plant Induced Electrical
Signal Sensor)를 식물체 줄기에 설치하여 식물체의 전기적 신호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양수분의 흡수상태를 비파괴적이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방울토마토 줄기에 KNO3 용액을 농도별로 주입하여 측정된
PIES 값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제부 상부 30cm에서 4cm 정도 줄기를 잘라서 센서
를 설치하고 KNO3 용액 농도를 EC(mS/cm) 기준으로 0, 1, 3, 5, 7, 10으로 조정하여 줄
기에 주입하여 PIES를 측정한 결과 고도의 유의성(R² = 0.9889)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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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f Simple Yellow Sticky Trap for Monitoring Insects in
Poly-tunnels in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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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시설작물재배 하우스에서 발생되는 해충 모니터링용
황색끈끈이트랩 제작보급
최인후1*‧ ‧우팔리1‧ 이송희1‧ 홍승길2 ‧ 김윤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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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production in protected houses, poly tunnels or rain shelters is practiced in Sri
Lanka since late 1990s and farmers cultivate variety of crops as Tomato, Bell Pepper, Salad
cucumber, Lettuce, Chilli etc., in this systems. KOPIA Sri Lanka Center donated a number
of poly tunnels and rain shelters under different research projects to Sri Lanka farmers. We
observed small insects, such as aphid, thrips and leaf minor as well as virus disease
damaging the crops grown in poly-tunnels. Farmers are using grease sticky trap introduced
by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for small insect monitoring. Modified a simple sticky
traps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rat glue and evaluated with grease sticky trap introduce
by DOA. The other trap tested was a Korean product commercially available the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ticky traps, we found that using heated domestic iron is more
appropriate and higher efficient method for sticky material application on yellow Bristol
board.
Insect population monitored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yellow trap(25cm x 15cm).
Observed similar no. of both large and small insects, inside the poly-tunnel. However, the
total number of insect inside the poly-tunnels were 4-6 times lower than that of outside by
commercial yellow trap(25cm x 15cm). The insects’ attraction was similar both in newly
modified sticky trap and commercial yellow trap. However, the lowest insect trapping was
observed with grease trap used by farmers. Compare the shapes of sticky traps, using large
size (65cm x 50cm) modified traps, the higher no of insect’s attraction observed in
cylinder-shape trap than flat trap.
Results revealed that, the modified yellow trap was superior over the conventional trap in
trapping insects. Though Korean trap was equally performed as modified trap, the cost was
fairly high and not readily available in Sri Lanka. Therefore, the modified yellow trap can
be recommended as the most suitable method to monitor and control insect pests in
poly-tunnels.
Key words: yellow sticky traps, insect pest, monitoring, poly tunnel, Sri L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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