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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등 9개 자조금이 모인 축산자조금연합이 지난 25일 축산물과 축산업

인식을개선하기위한 건강한대한민국의힘 우리축산 캠페인발대식을서울플

라자호텔에서개최했다 이날발대식장앞에서어린이모델들이돼지 소 등의인

형을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축산자조금연합 축산업인식개선캠페인

쌀하면 밥? 쌀의 무한변신

쌀의무한변신이놀랍다

단순한 주식에서 벗어나 다이어트 미네랄 보충 알코올

중독치료기능까지갖추며화장품과친환경바이오소재등

으로진화하고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쌀이 각종 연구개발 덕분에 기

능이다양해지고있으며최근에는알코올중독치료기능까

지지닌품종인 밀양 263호까지등장했다

이 쌀은 뇌 척수 등에 많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를 다량 함유 음주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GABA는 뇌세포 대사기능을 촉진해 신경안정작용 스

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 불면 등 알코올 중독 증상을완

화하는데효과가있다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쌀로 개

발된품종도있다

고아미 2호와 3호는 일반쌀보다 3배 이상 많은식이섬

유를 함유해 장내 당이나 중성지방을 흡착할 뿐만 아니라

숙변을체외로배출하는효과를발휘한다

쌀은 또 각종 미네랄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

료와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자동차 연료로 변신을 거듭하

고있다

쌀에는 비타민E와 감마오리자놀등의성분이들어있어

피부의 미백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어 현재 다양한 기초

화장품개발이이뤄져왔다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 붉은색 검은색 녹색을 띈 전남

장흥의 고대미 추출물을활용한화장품을개발하기도했

다

아울러쌀의전분 쌀겨 왕겨등을이용해자연분해되는

콤팩트디스크 케이스 비닐봉지 포장재 등 다양한 친환경

산업용신소재개발도이뤄지고있다

항공기나테니스라켓등의첨단소재나벽지 바닥재 단

열재 등 새집증후군을 줄여주는 웰빙 인테리어 자재로 활

용되기도한다

일반 쌀의 표면에 다양한 성분을 입혀 영양학적 가치를

높인코팅쌀도많이개발된상태다

지금까지나온코팅쌀은▲영지 상황 동충하초등의버

섯추출물을일반쌀의표면에코팅한 버섯쌀 ▲아미노산

을 국내산 찹쌀의 표면에 코팅해 영양가를 높인 아미노산

쌀 ▲칼슘 철분등을일반쌀에입힌 미네랄과비타민쌀

등이있다

농진청은 밥으로먹는쌀의소비량이줄고있지만기능

성가공용수요가늘어나는추세인만큼쌀시장개방을앞

두고우리쌀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연구를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수 온도 상승 영향으로 갈치 오징

어 전갱이 등 난류성 어종 어획량은 증

가한반면김 미역 다시마등양식해조

류생산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어업 생산 동

향조사에따르면올해상반기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3만6000t으로 전년 동기

(36만8000t)보다 8000t(21%)증가했다

특히 연안 수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짐에

따라 살오징어(+387%) 갈치(+10

1%) 전갱이류(+775%)등난류성어종

의생산량이크게증가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황다랑어(+23

0%) 오징어(+660%)등의조업호조로

전년동기(29만7000t)보다 6만4000t(21

6%)증가한 36만1000t을기록했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메기(+162%)

향어(+423%) 등 양식 생산량이 늘고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어로어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12만1000t) 보다

1500t(122%) 증가한 13만5000t을기록

했다 반면 연안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천해양식어업은

위축됐다

상반기천해양식어업생산량은 106만

2000t으로 전년 동기(110만7000t)보다

4만5000(40%)t 감소했다 특히 미역류

(135%) 다시마류(122%) 김(0

7%)등해조류의생산량감소폭이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보다 평균 수

온이 19도 높고 강수량이 부족해 해조

류가 채묘 시기에 발아가 되지 않은 경

우가많았다고설명했다

반기 전체 어업생산량(181만3000t)은

전년 동기보다 2만9000t(16%) 증가했

지만 어업생산금액(3조3746억원)은 전

년동기보다 388억원(11%)감소했다

통계청은 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

판매가격이낮은청어 갈치의어획량이

많았고 환율 하락으로 원양어업 생산금

액도감소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갈치오징어어획량늘고김미역 생산량줄고

해수온도상승영향난류성어종크게증가

다이어트화장품친환경바이오소재

알코올중독치료품종밀양 263호 등장

웰빙인테리어자재로활용도

영양학적가치높인코팅쌀도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