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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Rehmannia glutinosa cultivar ‘Dagang’ was bred from ‘Jihwang 1’ (check variety) seedlings by the medicinal crop breeding
tea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e and Herbal Science, RDA, in 2010. It has pink flowers, a dark brown seed coat, and a light
yellow root cortex. The plant type was intermediate erect, whereas ‘Jihwang 1’ showed some drooping. The leaf shape was narrow oblong,
whereas ‘Jihwang 1’ was oblong. The yield of dried root was higher than that of ‘Jihwang 1’. ‘Dagang’ showed stronger resistance to root
rot than did ‘Jihwang 1’, rendering it more stable in cultivation. The regional adaptation trials were conducted at three different locations
from 2009 to 2010. The average yield of ‘Dagang’ was 20.1 ton/ha, which was 14% higher than that of ‘Jihwang 1’. Also, compared with
‘Jihwang 1’, the yield of ‘Dagang’ was 1%–3%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cultivars ‘Kokang’ and ‘Togang’. This cultivar could adapt
to most of the cultivation areas in Korea, except for mountainous regions (Registration No.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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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식히는 청열양혈(晴熱養血)작용과 진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없애
는 생진(生津), 지갈(止渴)작용이 있다. 건지황은 음기를 보하는

현삼과(Scrophulariaceae)에 속하는 지황(Rehmannia glutinosa)

보음작용과 혈을 생성케 하는 양혈(養血)작용, 혈열을 식히는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베트남 등지에 분포하는 다년

양혈(凉血)작용이 있으며, 숙지황은 혈을 북돋우는 보혈작용과

생 숙근초로 국내에서는 생약재 및 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이용되

음기를 기르는 자음(滋陰)작용, 정액과 척수를 보하는 보정익수

고 있는 약용작물이다(Jeong et al. 2004). 현재 지황은 전북

(補精益髓)작용이 있다(Tang & Eisenbrand 1992, Zhang et al.

정읍, 충남 금산, 경북 안동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2008, An & Chung 2014). 지황은 전통적으로 육미지황환(六味

2015년 전국 재배면적은 156 ha, 국내 생산량은 1,337톤으로

地黃丸),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쌍화탕(雙和湯), 경옥고(瓊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입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玉膏) 등의 처방에 사용되어 왔으며(Kim et al. 1996, Ma et

매년 1,200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MAFRA 2016).

al. 2000), 최근에는 기능성식품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황의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는데, 용도에 따라 생지황(生

지황의 주요 성분으로는 aucubin, catalpol, rehmanin, carotene,

地黃), 건지황(乾地黃) 및 숙지황(熟地黃)으로 구분된다. 밭에서

β-sitosterol, 5-HMF, 비타민 A 및 glucose를 비롯한 당류 등이

수확한 신선한 뿌리를 생지황, 생지황을 씻어서 말린 것을 건지

알려져 있다(Morota et al. 1989, Park et al. 1989, Wang et

황, 생지황을 한약 사인이 들어간 술에 담가서 구증구포(九蒸九

al. 2016). 생지황의 약효성분으로 알려진 catalpol은 신장병,

曝)한 것을 숙지황이라 한다. 한방에서 생지황은 혈열(血熱)을

당뇨병, 신경변성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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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h et al. 2011, Jiang et al. 2015, Zhao et al. 2016).
지황은 1990년대부터 품종육성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고려,

하였고, column은 Zorbax SB-C18(4.6 × 250 mm, 5μm, Agilent
Tech., USA)을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고강 등의 품종이 육성되어 있으나(Kim et al. 2002, Kim et

실험결과는 SAS Enterprise Guide 4.2 (Statistical analysis

al. 2008), 품종퇴화와 내병성의 문제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system, 2009, Cray, NC, USA)로 분석하였고, 시료간의 유의적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보급된 내병성 품종인 토강(Lee et al.

인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수준 5% (p=0.05)

2017)의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농민이 원하는 다수

에서 검증하였다.

성 품종의 육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결과 및 고찰

약용작물 육종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품질, 다수성 지황 품종인 ‘다강’을 육성하였고 품종보호출원
을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육성경위
‘다강’은 ‘지황1호’ 실생집단에서 내병 다수성 지황 개체를

재료 및 방법

선발, 증식을 거친 후 2007~2008년 생산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고품질이면서 시들음병과 뿌리썩음병에 강하고 수량

본 시험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음성 등 4개 지역에

성이 높은 RG1S04-20를 수원 14호로 계통명을 부여한 후,

서 수행하였으며, 생육 특성과 수량성을 ‘지황1호’와 비교하였

2009~2010년까지 2년간 음성 등 4지역에서 지황 표준재배법에

다. 시비량은 N-P2O5-K2O 160-140-200 ㎏/ha, 퇴비는 30 ton/ha

준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농촌진흥청 2009~2010)

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파종은 4월 중순에 하였고, 재식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0년 12월 직무육성 품종심의회를 거쳐

거리는 조간거리 30 cm, 주간거리 15 cm로 하였으며, 시험구는

‘다강’으로 명명하여 2011년 신품종으로 등록하게 되었다(Fig.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기타 재배법은 농촌진흥청 지황

1). 또한 2011년 품종보호출원을 실시하여 현재 품종보호권 등록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생육 및 특성조사는 시험구별로 10개체

이 완료되었다(품종등록번호 4724).

를 조사하였으며, 수량성 조사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조사기준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뿌리썩음병 검정은 병해를 방제하지 않은
포장에서 자연발생을 유도하여 이병정도(0~9)를 수확기인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조사하였고, 조사기준은 지황 신품종 개발
사업 과제 수행계획서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지황의 주요성분인 catalpol 분석은 표준품인 catalpol(sigmaAldrich, US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표준액은 1 mg의 catalpol
을 1 mL의 methanol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검액은 1 g의
건조 지황을 100 mL의 30% methanol에 용해하여 초음파 추출한

*PYT: Preliminary yield trial, AYT: Advanced yield trial

Fig. 1. Pedigree diagram of R. glutinosa cv. ‘Dagang’

후, syringe filter (0.45 ㎛)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Agilent 1100 Series HPLC System(Agilent Tech., USA)을 이용

고유특성
‘다강’의 초형은 반직립형이고, 생육후기 잎이 늘어지지 않아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HPLC.
LC condition

‘지황1호’와 구별된다. 그리고 ‘다강’의 잎은 좁은 장타원형이고
‘지황1호’는 장타원형으로 구별된다. 또한 뿌리의 색은 ‘지황1

Column oven

30℃

호’가 황색인데 비해 ‘다강’은 담황색을 띄고, 뿌리 모양은 ‘다강’

Flow rate

0.5 mL/min

은 가는 방추형으로 ‘지황1호’와 구별된다. 그 밖의 특성은 ‘지황

Injection

10μL

Mobile phase

A: water, B: acetonitrile
Gradient: B(3~90%)
Course: 0-13 min, 3-90%B; 13-19 min, 90%B;
19-25 min, 90-3%B

1호’와 비슷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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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 glutinosa cv. ‘Dagang’.
Variety

Plant type

Leaf shape

Flower color

Seed coat color

Root cortex color

Dagang

Intermediate erect

Narrow oblong

Pink

Dark brown

Light yellow

Jihwang1

Some drooping

Oblong

Pink

Dark brown

Yellow

Table 3.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R. glutinosa cv. ‘Dagang’.
Variety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f per plant

Root length
(cm)

Roort diameter
(mm)

No. of
roots

Disease injurryz
(0~9)

Dagang

25.3a

9.1b

21.4a

28.4a

19.2a

7.3a

0.7a

a

a

a

a

2.5b

a

Jihwang1

a

25.5

10.8

20.8

28.7

18.9

7.0

z

Roots rot : 0; None, 1; under 5%, 3; 10~20%, 5; 30~40%, 7; 50~60%, 9; over 70%.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Table 4. Yields of R. glutinosa cv. ‘Dagang’ in regional yield
trial from 2009 to 2010.
Year

Root yieldz(Ton/ha)
Jihwang 1(A)

Dagang(B)

b

2009

20.2

2010

14.9

Average

17.6

a

23.1

b

‘다강’은 2009~2010년까지 2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결과
음성 등 4지역에서 모두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지역의
ha당 평균 수량은 20.1ton으로 ‘지황1호’ 대비 14% 증수하였다

114

17.1

115

(Table 4). 증수 요인으로는 근수가 많은 품종의 특성과 수확기에

20.1a

114

문제가 되는 뿌리썩음병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a

b

Index
(B/A)

수량성

z
The average yields of Eumseong, Geumsan, Jinan and Uiseo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수확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품질특성
Table 5. Catalpol and extract content of R. glutinosa cv. ‘Dagang’.
Catalpolz
(%)

Extract
(%)

y

Variety

Rate of dried root
(%)

Dagang

24.0

a

0.50a

66.7a

Jihwang1

23.1a

0.83b

67.5a

z

Catalpol and extract content of dry matter.
Extract by 50% ethanol.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y

가변특성 및 병저항성
‘다강’의 지상부는 ‘지황1호’에 비하여 잎의 길이는 비슷하나,
잎의 폭이 약간 작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황1호’가 장타원형
으로 보이는데 비해 ‘다강’은 좁은 장타원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지상부 특성과 지하부 특성은 ‘지황1호’와 비슷하다.
또한 ‘다강’은 뿌리썩음병에 대한 저항성이 ‘지황1’호에 비하여
강한데 이 때문에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뿌리 작물인 지황의 경우 뿌리썩음병이 가장 큰 병해이며,
발병 시에 확실한 방제 방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확 시에 발병된 뿌리는 전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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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황의 주요성분인 catalpol 함량은 0.50%로 대비품종인 ‘지
황1호’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 함량도 66.7%로
‘지황1호’에 비하여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그러나
건근율은 24.0%로 ‘지황1호’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 품종이었던 ‘고강’
은 건근율이 ‘지황1호’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Kim
et al. 2008),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다강’은 ‘고강’보단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생지황의 용도보다는 건지황이나 숙지
황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응지역 및 재배상의 유의점
지황 신품종 ‘다강’의 적응지역은 중북부 산간 고랭지를 제외
한 전국의 지역에서 가능하나, 비교적 온난하고 햇빛이 잘 들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재배지로는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이 적합하며, 토질은 사양토로 유기물 함량이 많은 곳이
좋다.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는 뿌리썩음병 발생이 많아지며,
이어짓기를 하게 되면 병해 발생이 많아지므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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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은 가는 방추형으로 대비품종과 구별된다. 또한 뿌리썩음병
에 대한 저항성도 비교적 강하며, 2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결

Pharmacogn 31: 325-334.

과 1 ha 당 평균 수량은 20.1ton로 ‘지황1호’ 대비 14% 증수하였

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ris (MAFRA).
2016. Actual output of industrial crop. MAFRA. Korea.

다. ‘다강’은 지황의 주요성분인 catalpol과 엑스 함량이 ‘지황1

10. Morota T, Sasaki H, Nishimura H, Sugama K, Chin M,

호’에 비하여 다소 적게 나타났으나, 건근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
다(품종등록번호 4724).

Mitsahashi H. 1989. Two iridoid glycosides from Rehmania
glutinosa. Phytochemistry 28: 2149-2153.
11. Park BY, Chang SM, Choi J. 1989. Relationship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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