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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8, a new potato variety, ‘Arirang-2’, was released by the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in Pyeongchang, Korea.
To create new varieties with better tuber formation at high temperature under long day, a cross was performed between high-temperature
tolerant ‘Eigenheimer’ and drought tolerant ‘Daegwan 1-116’ in 2011. The shoot (57.9 cm) of ‘Arirang-2’ was taller than ‘Superior’ and
‘Sante’, and its tuber skin and flesh were red and light-yellow colored, respectively. Average number of tubers per plant of ‘Arirang-2’ was
9.1 while ‘Superior’ and ‘Sante’ had 5.4 and 14.1 tubers, respectively. Average weight of tuber of ‘Arirang-2’ was 98.1 g, which was slightly
heavier than that of ‘Superior’ (90.0 g), and much heavier than that of ‘Sante’ (38.9 g). Total weight of tuber per plant of ‘Arirang-2’ was
892 g, which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Superior’ (486 g) and ‘Sante’ (549 g). Total yield (TY) of ‘Arirang-2’ measured in Gangwon-Do,
Korea was around 5,022 kg/10a while that of ‘Superior’ was 3,036 kg/10a. In Kazahstan, total yield of ‘Arirang-2’ was 4,657 kg/10a and
that of ‘Sante’ was 4,155 kg/10a. Marketable tuber yield (MTY) of ‘Arirang-2’ was 3,119 kg/10a in Gangwon-Do, Korea while that of ‘Superior’
was only 2,147 kg/10a. In Kazahstan, MTY of ‘Arirang-2’ was 3,162 kg/10a, which was 60% higher than that of ‘Sante’ (1,974 kg/10a).
‘Arirang-2’ is resistant to early blight (Alternaria solani) and late blight (Phytophthora infestans) compared to ‘Superior’ and ‘Sante’, and
it shows tolerance to drought or high temperature. ‘Arirang-2’ was approved as a new potato cultivar by The Korea Seed and Varieties Service
on March 3, 2021 (Registration No. 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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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씨감자 생산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한 해외 시장 개척

감자는 저온단일 환경의 남미 안데스 지역이 원산지로서, 1500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감자 재배시기에 온도가

년경 스페인을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 고온장일 환경에

높고 건조가 심한 지역이어서 현지 환경에 적응성이 우수한

적응한 품종들이 육성되어 세계적으로 재배가 확대될 수 있었다

감자 품종에 대한 수요가 높다(Im et al. 2018, Seo et al. 2016).

(Hawkes 1992). 국내에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청

감자는 비교적 서늘하고 적습한 기상환경 조건에서 생육이 양호

에서부터 감자 육종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Cho et

하며, 주야간에 온도차가 큰 지역에서 괴경착생 및 비대가 촉진되

al. 2003), 현재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성이 우수한 70여 품종들이

는 작물이다(Borah & Milthorpe 1962, Bodlaender 1963). 30℃

육성되어 있다.

이상의 높은 온도와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감자를 재배할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관련 산학연 공동으로 우수한

지상부 식물체의 생육 불량과 괴경형성기 지연(Dalla et al. 1997,

국산 종자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

Deblonde & Ledent 2001), 수량 감소(Jefferies 1993, Rodriguez-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골든 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Falcon et al. 2006, Schafleitner et al. 2007), 기형감자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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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및 가공품질 저하(Parveen et al. 2007, Levy & Veilleux

무관수 재배로 수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쩨케스지역의 포장조성

2007)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 파종 2-3일전 ha당 복합비료(NPK=10:26:26, Diammophosk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 건조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감자

URALChem) 1,000 kg을 포장 전면에 살포하고 경운한 후 파종

재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현지인들에게 기호도가 높은 감자

당일 1조식으로 이랑을 조성하여(이랑사이 80-90 cm) 30-100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아리랑 2호’ 품종을

g 내외의 통씨감자를 포기사이 간격이 25 cm가 되도록 하여

선발하였으며, 육성 경위 및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무피복으로 재배하였다. 제초겸 복토는 트렉터를 이용하여 생육
단계에 따라 2회 실시하였으며, 관수는 이랑사이에 물을 흘려대

재료 및 방법

는 방식으로 생육 중 10회 내외 실시하였다.
경장 등 생육조사는 파종후 70일경에, 최종 수량 조사는 국내

고온 건조에 강한 감자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는 파종후 90-120일경, 카자흐스탄은 파종후 130~140일경 조사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원 중 내서성이 강한

하였다. 지역별 시험기간 동안 월평균 최고기온은 강릉(3-6월)

‘Eigenheimer (IT231601)’를 모본으로, 내건성이 강한 계통인

11.7(3월)~25℃(6월), 평창(5-8월) 19.8(5월)~25.1℃(7월), 카자

‘대관 1-116호’를 부본으로 하여 2011년 2월에 인공교배를 실시

흐스탄(쩨케스, 5-9월) 20.5(5월)~27.7℃(7월) 범위였다. 월평균

하여 5월에 473립의 진정종자를 얻었다. 채종된 진정종자는

최저기온은 강릉 2.7(3월)~16.9℃(6월), 평창 6.9(5월)~17.7℃(7

6월에 지베렐린에 침지하여 휴면타파 처리를 한 후 기내에서

월), 카자흐스탄(쩨케스) 7.7(9월)~14.3℃(7월) 범위였다. 감자

고온처리를 하여 활력이 양호한 187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이

생육기간 중 평균 일장은 강릉 13시간, 평창 14시간, 카자흐스탄

식물체들은 원예용 상토로 충진된 32공 트레이에서 재배하여

(쩨케스) 15시간 내외였다. 감자 병의 포장저항성 평가를 위하여

소괴경을 생산하였다(실생1세대). 이후 2012년 및 2013년의 실

겹둥근무늬병(Early blight, Alternaria solani)은 2017년도와

생세대 평가를 거쳐 괴경표피가 너무 거칠거나 기형이 심한

2018년도에 국내 평창 여름재배 포장에서 발병도(Disease severity)

개체들은 도태를 하였고, 2014~2015년에 생산력검정시험,

및 발병율(파종주수에 대한 발병주수의 비율, %)을 조사하였다.

2016~2018년에 ‘대관 1-151호’라는 계통명으로 지역적응성시

감자역병(Late blight, Phytophthora infestans)에 대한 평가는

험을 국내외에서 동시에 수행하였다. 국내 지역적응성시험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평창의 역병 무방제 포장에서 실시하였

평난지인 강원도 강릉에서 봄재배(파종 3월 중순, 수확 6월 하순)

으며, 병진전도(AUDPC, area under the disease progress curve)

로, 고랭지인 평창에서 여름재배(파종 4월 하순, 수확 8월 하순)

값으로 저항성 여부를 판단하였다(Ryu et al. 2006, International

로 수행하였다. 해외 지역적응성시험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Potato Center 2004).

카자흐스탄의 쩨케스 지역에서 현지의 관행 작형인 여름재배(파

감자바이러스 Y (PVY, Potato virus Y)는 2016년도와 2017년

종 5월 상순, 수확 9월 하순)로 수행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도에 카자흐스탄(쩨케스) 시험포장에서 발병도와 발병율을 조사

국내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개의 대조품종을

하여 대조품종과 비교하였다. 감자더뎅이병은 2016년도와 2017

동시에 사용하였다. 대조품종으로는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가장

년에 국내 강릉 봄재배 시험포장에서 발병도를 조사하였다. 건조

많이 재배하는 ‘산테’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수미

에 대한 포장저항성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국내 강릉 및

(cv. Superior)’ 품종을 사용하였고, 조사된 자료는 두 대조품종과

평창과 카자흐스탄(쩨케스) 시험포장에서 가뭄이 심한 시기에

비교 분석하였다. 시비 및 복토, 제초, 약제살포 등은 각 지역별

잎말림지수(Leaf rolling index, LRI)를 조사하여 대조품종과

관행방법을 준용하여 재배관리하였다. 즉 강릉과 평창지역은

비교 분석하였다(Song et al. 2015). LRI는 값이 클수록 가뭄,

파종 30일전 ha당 퇴비 20톤을 포장전면에 살포하고 깊이갈이를

건조에 약한 것을 의미하였다. 기타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

한 후 파종 하루 전 농촌진흥청의 감자 시비처방을 기준하여

연구조사기준(RDA 2012)에 준하여 조사하였고, 통계분석은

감자전용복비(NPK-10:10:11, 감자1호, 남해화학)를 포장 전면

SAS 프로그램(SAS 7.1,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여

에 골고루 뿌린 후 이랑을 만들었다. 이랑은 80 cm 간격의 1조식

던컨의 다중범위검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하였으며, 무공 흑색 PE 필름(0.03 mm)을 피복한 후 맹아가

으로 분석하였다.

1 cm 내외인 씨감자를 포기사이 간격이 25 cm가 되도록 하여
10 cm 깊이로 파종하였다. 제초겸 복토는 2회 실시하였으며,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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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호’라는 계통명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였다(Fig. 1). ‘대관
1-151호’는 국내(강원도 강릉 및 평창)와 사막기후 특성을 가진

육성경위

카자흐스탄(쩨케스) 현지 시험포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수량성과

‘아리랑2호’는 고온 장일 환경에서도 괴경의 형성과 비대력이

품질 등 농업적 형질이 우수하였으며, 재배 안정성 및 균일성이

우수한 ‘Eigenheimer (IT231601)’와, 내서성이 강한 ‘대관1-116

확인되어 2018년도에 농촌진흥청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호’ 계통간 교배조합에서 유래되었다(Figs. 1, 2). 2011년 2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2호’로 명명하였고, 2021년 3월

인공교배를 실시하였고, 5월에 이 조합에서 진정종자 473립을

국립종자원에 감자 신품종으로 등록되었다. 품종명칭 ‘아리랑’

채종하였다. 진정종자는 지베렐린으로 휴면타파한 후 기내에서

은 해외 적응성 평가에 참여했던 고려인과 현지 교민들이 한국

액상 염배지(EC 3.5 내외)에 치상 및 고온처리를 통하여 식물체

품종임을 잘 표현하는 이름을 추천받아서 명명한 것이다.

의 활력이 양호한 실생 187개체를 선발하였으며, 2011년 9월에

주요특성

상토에 이식하여 12월경 소괴경을 확보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실생2세대 및 실생3세대를 전개하였으며,

감자 신품종 ‘아리랑2호’는 식물체의 초형이 반직립형으로서

선발된 계통들은 국내외 육종포장에서 동시에 평가를 하였는데,

‘수미’와 유사한 반면 반개장형의 ‘산테’와 구별된다. 꽃색은

2014~2015년에 생산력검정시험을, 2016~2018년에 ‘대관 1-151

담홍색으로 흰색인 ‘산테’와 다르며, 괴경모양은 짧은 계란형으

Fig. 1. Pedigree of ‘Arirang-2’.

Fig. 2. Parentage of ‘Arirang-2’.

Table 1. Plant characteristics of potato cultivar ‘Arirang-2’.
Cultivar

Plant shape

Flower color

Leaf shape

Arirang-2

Semi-upright

Light-purple

Oval

Superior

Semi-upright

Light-purple

Oval

Semi-spreading

White

Oval

S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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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
Shape

Skin color

Flesh color

Round-oval

Red

Yellow

Round

Light-yellow

White

Round

Yellow

Light-yellow

내건 내서성 감자 ‘아리랑 2호’

로 편원형의 ‘수미’나 원형의 ‘산테’와 차이가 있다. 괴경의 표피

892 g으로서, 486 g의 ‘수미’나 549 g의 ‘산테’와 비교할 때 다수성

색은 빨갛고 육색은 노란색인데 겉이 노랗고 육질부가 크림색인

품종임을 알 수 있다(Table 2).

‘수미’나 겉과 속이 모두 노란색인 ‘산테’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온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겹둥근무늬

(Table 1, Fig. 3). ‘아리랑2호’는 ‘수미’와 ‘산테’에 비해 경장이

병에 대한 저항성을 2016~2017년에 걸쳐 카자흐스탄 쩨케스에

길고 초세가 왕성하다. 포기당 괴경수는 9.1개로서 5.4개의 ‘수

소재한 육종포장에서 평가한 결과(Table 3), ‘아리랑2호’는 발병

미’보다 많았지만 14.1개의 ‘산테’보다는 적다. 괴경 1개의 평균

도와 발병률이 각각 1.1% 및 31.1%로서 2.3% 및 49.2%를 나타

무게는 98.1 g으로써 ‘산테’(38.9 g)보다 59.2 g 더 무거웠으나,

낸 ‘산테’보다 다소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자역병은 중앙아

‘수미’(90.0 g)와는 비슷하였다. ‘아리랑2호’의 포기당 괴경수량은

시아 지역의 고온건조한 지역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다

Fig. 3. Tuber shape of potato cultivar ‘Arirang-2’ (A), ‘Superior’ (B), and ‘Sante’ (C).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potato cultivar ‘Arirang-2’ grown at Pyeongchang (Summer cropping) in Korea based on average values
from 2016 to 2018.
Shoot length
(cm)

No. of shoots
(/plant)

No. of tubers
(/plant)

Average
weight of tuber
(g/tuber)

Arirang-2

57.9 a

4.1 a

9.1 b

98.1 a

892 a

Superior

46.0 b

2.4 a

5.4 c

90.0 a

486 b

Sante

48.7 b

3.0 a

14.1 a

38.9 b

549 b

Cultivar

Total
weight of tubers
(g/plant)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0.05.

Table 3. Potato disease resistances to Early blight (Alternaria solani), Late blight (Phytophthora infestans), Potato virus Y (PVY), and
Common scab (Streptomyces scabies) of potato cultivar ‘Arirang-2’.
Early blight
Cultivar

Disease rates
(%)

Arirang-2

1.1

Superior

2.3

Sante
z

Late blight

Disease severity
(%)

Potato virus Y

Common scab
(Disease indexz)

AUDPC

Disease severity
(%)

Disease rates
(%)

31.1

257.1

2.0

15.1

5.2

-

558.6

-

-

4.1

49.2

321.3

3.9

46.3

7.1

(0)no-scab, (1) under 1%, (3) 1~5%, (5) 6~10%, (7) 11~30%, (9) ov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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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rought resistance by Leaf rolling index (LRI) of potato cultivar ‘Arirang-2’ grown in Korea and Kazakhstan based on average
values from 2016 to 2017.
Korea
Gangneung

Pyeongchang

Kazakhstan
(Tekes)

Drought resistance

Arirang-2

3.3 bz

3.4 b

4.1 b

Moderate resistance

Superior

8.9 a

6.3 a

-

Susceptibility

Sante

8.7 a

6.6 a

7.2 a

Susceptibility

Cultivar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0.05.
z
LRI: (0) no-rolling, (1) under 1%, (3) 1~5%, (5) 6~10%, (7) 11~30, (9) over 31%.

Table 5. Yield characteristics of potato cultivar ‘Arirang-2’ grown in Korea and Kazakhstan based on average values from 2016 to 2018.
Korea

Kazakhstan

Total
tuber yield
(kg/10a)

Marketable
rate
(%)

Marketable
tuber yield
(kg/10a)

Marketable
yield index
(%)

Total
tuber yield
(kg/10a)

Marketable
rate
(%)

Marketable
tuber yield
(kg/10a)

Marketable
yield index
(%)

Arirang-2

5,022 a

62.1

3,119 a

145

4,657 a

67.9

3,162 a

160

Superior

3,036 b

70.7

2,147 b

100

-

-

-

-

Sante

2,941 b

32.6

959 c

45

4,155 b

47.5

1,974 b

100

Cultivar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0.05.

Table 6. Physiological disorders (%) of potato cultivar ‘Arirang-2’ grown in Korea and Kazakhstan based on average values from 2016 to 2018.
Korea
Cultivar

Kazakhstan

Malformation

Tuber
cracking

Secondary
growth

Internal
browning

Malformation

Tuber
cracking

Secondary
growth

Internal
browning

Arirang-2

1.1

0.3

0.8

0

0.6

0.0

0.3

0

Superior

2.5

1.3

18.0

0

-

-

-

-

Sante

1.8

1.0

3.8

0

0.3

0.1

0.7

0

습한 우리나라 고랭지 여름재배 지대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량성에서도 ‘아리랑2호’는 국내 및 카자흐스탄 현지재배

병으로서 국내 환경에서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6

시험결과(2016~2018년) 총수량과 상품수량 모두 ‘수미’나 ‘산

년과 2017년에 고랭지 여름재배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리

테’보다 우수하였다(Table 5). 즉, 상서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

랑2호’는 병진전도 수치가 ‘산테’와 ‘수미’보다 낮아서 역병에

국내에서는 ‘수미’에 비해 45%, 카자흐스탄에서는 ‘산테’에 비

대한 저항성이 두 품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60% 더 많았다. 고온 건조 환경에서 발생이 쉬운 이차생장

감자바이러스 Y(PVY)에 대한 저항성은 ‘아리랑2호’가 ‘산테’보

발생율이 ‘아리랑2호’는 국내의 경우 ‘수미’의 18.0%보다 훨씬

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뎅이병에 대한 발병도는 ‘아리랑2

낮은 0.8%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0.7%의 ‘산테’보다 낮은

호’는 5.2, ‘수미’는 4.1, ‘산테’는 7.1로서, ‘아리랑2호’는 ‘산테’

0.3% 내외였다(Table 6). 감자의 가공 관련 형질로써 비중과

보다는 강하였으나 ‘수미’에 비해 감수성이었다. ‘아리랑2호’의

건물률을 조사한 결과(Table 7), ‘아리랑2호’는 각각 1.077 및

건조저항성 지표인 잎말림지수(LRI)는 강릉과 평창에서 각각

20.6%로서 대표적인 가공용 품종인 ‘대서’(각각 1.083 및 21.8%)

3.3 및 3.4로서 8.9 및 6.3의 ‘수미’나 8.7 및 6.6의 ‘산테’보다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수미’(각각 1.066 및 18.6%)나 ‘산테’

건조에 강하였고, 카자흐스탄 쩨케스에서도 ‘아리랑2호’는 4.1로

(각각 1.060 및 17.4%)보다는 높았다.

7.2의 ‘산테’보다 내서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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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pecific gravity and dry matter rate of potato cultivar ‘Arirang-2’ grown at Gangneung (Spring cropping) and Pyeongchang
(Summer cropping) in Korea based on average values from 2016 to 2018.
Dry matter rate
(%)

Specific gravity

Cultivar
Gangneung

Pyeongchang

Average

Gangneung

Pyeongchang

Average

Arirang-2

1.081

1.073

1.077 b

21.4

19.7

20.6

Superior

1.076

1.057

1.066 c

20.4

16.8

18.6

Sante

1.067

1.053

1.060 d

18.7

16.1

17.4

Atlantic

1.098

1.069

1.083 a

24.5

19.0

21.8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0.05.

재배상 유의점

호’(98.1 g)의 평균괴경무게는 ‘수미’(90.0 g)와 유사하나 ‘산

감자는 영양체를 이용하여 번식하는 작물로써 씨감자 생산

테’(38.9 g)보다 무겁다. 포기당 총 괴경무게의 경우, ‘아리랑2호’

과정에서 바이러스병 오염에 따른 병리적 퇴화가 문제가 될

는 892 g으로서 ‘수미’(486 g)나 ‘산테’(549 g)보다 무겁다. ‘아리

수 있다. ‘아리랑2호’는 감자바이러스(PVY)에 대한 저항성이

랑2호’의 총수량은 한국(강원도)에서 5,022 kg/10a으로서 ‘수

수출 목표지역의 우점 품종인 ‘산테’에 비하여 강한 편이나 중앙

미’(3,036 kg/10a)보다 많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657 kg/10a으

아시아 현지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채종지 선정과

로서 ‘산테’(4,155 kg/10a)보다 많다. 또한 ‘아리랑2호’는 상서수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등의 해충 방제가 중요하다. 또한

량이 한국(강원도)에서 3,119 kg/10a으로서 ‘수미’(2,147 kg/10a)

‘수미’, ‘산테’와 마찬가지로 역병에 약하여 저온 다습한 환경에

보다 45% 더 다수성이며, 카자흐스탄에서는 3,162 kg/10a으로서

서 재배할 경우에는 예방 및 방제에 주의해야 한다. ‘아리랑2호’

‘산테’(1,974 kg/10a)보다 60% 더 수량이 많다. ‘아리랑2호’는 겹둥

는 휴면기간 및 생육기간이 긴 편이어서 파종하기 전에 ‘수미’나

근무늬병(Alternaria solani)’ 이나 역병(Phytophthora infestans)

‘산테’보다 일찍 그늘싹틔우기를 시작하여 출현을 빠르게 유도

같은 감자병과, 가뭄이나 고온 같은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하도록 한다.

이 대조품종(수미, 산테)에 비하여 강하다. ‘아리랑2호’는 2021
년 3월 3일에 품종보호등록(등록번호 8444)되었다.

유용성

사 사

‘아리랑2호’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2018년 10월 24일 품종보
호출원(출원번호 제2018-571호) 하였고, 2021년 3월 3일에 품종
보호권(등록번호 8444호)이 등록되어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본 논문은 농림축산식품부 골든 씨드 프로젝트 사업(과제명:

품종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 국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앙아시아 및 북방지역 수출용 감자 품종 개발, PJ012647012020,

보급과 수출을 위한 씨감자의 증식이 추진되고 있다.

213009-05-4SB520)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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