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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이꽈리

● 복합적인 내병계로 TSWV(일명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하다.

● 신미가 강하며 아삭한 식감에 육즙이 많고 

 감칠맛이 있어 과일맛을 느낄 수 있다.

● 과색은 아주 진한 농록이며 광택이 좋고 저장성이 우수!

● 분지수가 많고 연속착과형으로 후기까지 수량성이 좋다.

매워지지 않는 오이맛 꽈리!

광택이 우수하며 아삭아삭하고 

●노지재배, 고온과 과숙에도 매워지지 않는 꽈리! (무신미)

●식감이 좋고 아삭아삭한 꽈리!

●과색이 진하고 광택이 좋음!

●노지에서 후기까지 바이러스에 강함! (수량성 우수)

TS아삭이청양풋
감칠맛 있는 매운 풋고추!

아삭한 과일맛!

건강기능성풋고추

고추고추

고추고추

T. 031-211-4773
육 성 |



03

2021년 역시도 고추 재배 기간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코로나-19 

그리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서 정답을 찾기 위하여 전국 고추 주산단지를 열심히 다니면서 철

저한 작황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고추 작황은 지난해와 달리 지역별, 품종별, 타입별 

구분 없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작황이 우수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복합 내병계 품종들이 공급되면서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칼라(TSWV)병 과 탄저병 등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서해

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청고병 및 흰 비단병 등 새로운 병들이 

발생되고 있음은 향후 고추 농사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최근 고추 농가들의 품종 선호도를 볼 때, 복합 내병성은 기본이면

서 품질과 재배 안정성은 물론, 특히나 고추 후작 등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바, 특히 조생종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작금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 

다나에서는 금년 신품종으로 공급한 “올복합” 은 물론 2022년 고

추 사업 시 새롭게 출시하는 “다나칼탄” 및 “7월애” 등은 복합 내병

성이면서도 극히 조생종인 장점을 갖고 있어 농가의 요구도와 소

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 농가 여러분!!

우리 ㈜다나는 고추 육종 전문 회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1년 고추 농사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명 의

식을 갖고 고추 육종에 더 몰입하여 고추 재배 농가들이 안정된 고

추 농사와 고품질의 고추 생산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농학사

- 서울대학교 농학석사

-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 학   력

•前 신젠타종묘(전:서울종묘) 20년 근무

•前 Syngenta Global Hot Pepper lead breeder

• 2005년 “독야청청” 고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現 농업회사법인 ㈜하나종묘 대표

약   력

•국내 최초 유일의 비가림 전용 품종 개발

•국내 최초 L3 품종 개발

•국내 최초 역병내병계 및 바이러스 내병성을 겸비한 

 복합내병성 품종 개발

•슈퍼비가림, 대장부, 독야청청 외 50여 품종 발표

•저신미의 맛있는 만나 풋고추 개발

•품종보호 20여건 등록 및 출원

품종개발이력

CEO Message

한알의 씨앗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한다!

고추 전문 육종회사!

고추 재배 농가 여러분!!

㈜ 다나는 육종과 마케팅 전문 회사로서 “한 알의 씨앗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육종의 전
문성으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한 결과, 금년에도 “올 복합” 을 
비롯한 최고의 신품종 고추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나 대표이사   정   용   동 

이   용   직   ㈜하나종묘 대표이사

2022 신품종 소개

7월愛 조기다수확으로 
고소득을 위한 
신미계 복합내병계!

7 월愛 복합내병계

품질도 슈퍼! 수확량도 슈퍼! 
다방면 업그레이드된 
대과형 할라피뇨!

할라피클슈퍼

구우면 더욱 맛있는 풋고추!
풍부한 비타민 함량!
아삭하고 달콤한 식감!

그린샐러드풋고추

작지만 우수한 품질!
원조 할라피뇨 과형을 간직한 
고품질 국내육성 할라피뇨!

할라피클미니

아삭한 과일맛, 
감칠맛 있는 
매운 풋고추!

TS아삭이청양풋

초기, 중기, 후기 
집중착과형으로 
한아름 수확하는 
노동절감형 
복합내병계!

다나칼탄 복합내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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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내병계

빠르고 큰 복합내병계 고추!

수량성, 상품성, 건과품질까지 우수!

수확 직전 착과, 착색올복합 홍초 올복합 건초

복합 복합내병계복합내병계

탄저병, TSWV(일명: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모두 강한 복합내병계 조생계 고추!1

생육 후기까지 단과 및 곡과 발생이 적으며, 
건과품질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좋은 고품질 고추!2

하절에서부터 상절까지 과형이 일정하고 
착과력, 비대력이 우수한 다수확 고추!3

장마기, 건조한 토양환경에서도 
재배안정성이 좋습니다!4

올복합 고추

유튜브에 '올복합 고추'을 검색하세요



2022
신품종
2022
신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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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내병계복합내병계

복합내병계

7월愛 조기다수확으로

고소득을 위한 신미계 복합내병계!

수확 직전 착과, 착색

7월愛

하우스, 터널, 노지 재배가 가능한 
전천후 복합내병계 조생계 고추!1

절간이 짧고 숙기가 빠르며 수량성이 우수!2

건과품질이 뛰어나고 신미가 강하며 
과형이 우수한 극대과종 고추!3

홍초/건초 출하에 유리하고 재배가 쉽다!4



2022
신품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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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칼탄 복합내병계복합내병계

초기, 중기, 후기 집중착과형으로

한아름 수확하는 노동절감형 복합내병계!

수확 직전 착과, 착색

복합내병계

탄저병, TSWV, 역병, 바이러스에 
매우 강한 복합내병계 집중착과형 고추!1

숙기가 빠르고 과형이 우각형으로 균일하며, 
과색이 진하여 상품성이 우수한 극대과종!2

초세가 강하고 분지형성이 우수하여 
후기까지 다수확되는 고추!3

토질을 가리지 않으며 수량성 및 
내병성이 뛰어난 고품질 고추!4



●탄저 내병계 품종이며 역병, 바이러스(CMV-Po)에 강한 품종!

●초세가 좋고 연속착과력이 우수한 다수확 품종!

●과피가 매끈하며 건과품질 우수!

●후기까지 단과현상이 적은 품종!

탄저내병계

직격탄

만병통치

ARAR

ARAR

●탄저 내병계 품종으로 탄저,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초세가 강하며 착과력이 우수한 중조생대과종 고추! 

●분지형성이 우수하고 후기까지 단과현상이 적은 고추!

●건과 품질 및 과 균일도가 우수해 상품성이 좋은 고추!

건과품질이 우수한 중조생대과종 고추!

“탄저 내병계 품종” 연속착과형으로

탄저병, 역병 내병계 고추!

탄저병에 직격! 

    바이러스에 직격!

복합내병계

10

칼라병·탄저병·역병까지 

한방에 OK!

칼탄제로

●복합내병계로 TSWV(일명:칼라병), 탄저병, 역병에 강한 고추!

●수량성과 건과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고추!

●초형은 반직립형에 초세가 강한 연속착과형으로 착과성 우수!

●정상적인 재배환경시 과가  크며 색택 및 광택이 우수!

●고온 건조한 환경과 척박지 재배시 수분관리 필수!

복합내병계

복합내병계

●탄저병, TSWV(일명: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모두 강한 복합내병계 고추!

●수량성과 건과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고추!

●초세가 강하며 후기까지 과형이 세장형으로 일정하고 착과성 우수!

●하우스, 터널, 노지 작형 어디서나 재배안정성 우수! 

탄저병·칼라병·바이러스병 ·상품성

모두 만점!

복합만점

복합내병계강한복합
터널 조숙작형 재배용!

조생 대과종! 수량성 우수!

● 숙기가 빠른 조생종 고추로 터널 조숙작형에 적합!

● 복합내병계로 탄저병, TSWV(일명: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비교적 강한 고추! 

● 과형은 우각형으로 대과종이며 절간이 짧고 착과성이 우수!

● 노지재배시 건조한 환경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는 관수 필요!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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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911 TSWVTSWV

TSWV내병계

911고추에 칼라내병성을 더하다!

빠르고 크고 맵다!

수확 직전 착과, 착색칼라911 홍초

품종보호
출원

TSWV(일명:칼라병) 내병계 품종으로 
바이러스, 석회결핍에도 강!1

정식후 저온기 초기생육이 빠르게 진행되며 
조기착과, 조기착색, 조기수확이 가능!2

하우스, 터널, 노지 작형 어디서나 
재배안정성 우수!3

과형이 매끈한 극대과종이며 매운맛이 강하고 
건과품질과 상품성이 우수합니다!4



TSWV내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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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WV(일명: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고신미계 고추!

●연속착과로 초기~후기까지 일정하게 착과되어 수확량 우수!

●신미가 강하며 숙기가 빠른 조생 대과종 고추!

●뿌리가 강하고 분지발생이 우수!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고추!

●마디가 짧고 숙기가 빨라 터널 재배에도 적합한 품종!

TSWV칼라강한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대과종!

수확 직전 착과, 착색

TSWV내병계

●TSWV(일명:칼라병) 내병계 품종으로 바이러스, 석회결핍에 강함!

●매운맛이 강한 대과종으로 과형이 균일하고 수량성이 우수함!

●연속착과력이 우수하여 후기까지 상품성, 재배안정성이 뛰어남!

수확 직전 착과, 착색

TSWV안심칼라
고신미 대과종 고추!

전국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보호
출원



TSWV내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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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WV

수확 직전 착과, 착색

●TSWV(일명:칼라병),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

●연속착과형으로 착색이 비교적 빠른 조생종 극대과 고추!

●척박한 토양환경에서도 재배안정성이 좋으며 석회결핍에 비교적 강!

●건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이 선호!

칼탄제로칼라대왕
전 지역에서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칼라내병계!

바이러스에 강한 극대과종!

●TSWV(일명:칼라병) 내병계, 바이러스, 석회결핍에 강함!

●조생종이며 연속착과형으로 단과현상 없이 후기까지 수확량 최고!

●엽색이 진하고 바이러스에 강함!

●광택 및 건과품질이 우수하며 고춧가루 색택이 좋음!

TSWV내병계

칼라탑 TSWVTSWV

엑스칼라 TSWVTSWV

●TSWV(일명:칼라병),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재배 안정성이 우수! 고온, 건조, 다습한 환경에서도 수확량 뛰어난 고추!

●광택이 강하고 색택이 우수하여 홍초 출하에 적합!

●절간이 짧고 착색이 빨라 비가림, 터널, 노지작형 모두 재배 가능한 고추!

전천후 대과종 고추!

착색이 빠르고 건과품질이 우수한

전국 TOP 클래스!

수량성! 재배안정성! 크기!

품종보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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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직전 착과, 착색 우수한 건과 품질

고품질계

빠르고 크고 맵다!

911 PRPR

극조생종의 매운 대과종 고추!1
하우스, 터널, 노지 작형 
어디서나 재배안정성!2
고당도, 고색소의 맛있는 
소비자 직거래용 추천 고추!3
초장이 적당하며 절간이 짧아 
관리에 용이 하고, 꼭지가 연하여 따기 쉬움!4
건과품질이 우수하고 
과장이 길며 과피가 매끈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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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계

●역병,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으로 병에 강한 고추!

●건과시 광택 우수! 바람들이가 좋아 상품성 우수!

●극조생 대과로 과형이 우수하고 후기까지 단과현상이 적은 고추!

●고온재배에도 웃자람이 적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고추!

●잎은 소엽으로 절간이 짧아 노지~하우스~터널 재배 모두 적합!

●전국적으로 재배안정성이 뛰어나며 토질을 가리지 않음!

●바이러스에 강한 조생종의 대과종 고추!

●후기까지 단과현상이 적어 수량성 좋음!

●연속착과력이 좋고 수량성이 높아 전문단지 대농에 유리함!

●하우스~터널~노지!

PRPR긴급출동PRPR만 점
극조생 대과종 품종!

건과 품질이 우수한 

빠르고 큰 고추!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고품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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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골드 조자룡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극조생종 고추!

●착과력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강한 대과종으로 수량성이 뛰어난 고추!

●절간이 짧고 키가 크지 않아 노지 및 터널재배에도 안정적인 고추!

●과형이 우수하고 건과시 바람들이가 좋아 건과품질도 우수한 고추!

●조생종의 대과종 고추!

●역병 및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연속착과력이 좋으며 토질을 가리지 않음!

●역병 및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후기까지 단과 현상 없이 수량성 최고!

바이러스NO 역병 NO 수량성 최고!

재배가 쉬운 조생 대과종

●역병 &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

●잎색이 짚은 녹색으로 나무에 힘은 좋은 품종!

●연속착과력이 좋은 다수확 품종!

●대과종이며 과피가 두꺼워 건과품질이 우수함!

●조생계 대과종 고추!

●역병 및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

●연속착과력이 좋으며 토질을 가리지 않음!

●후기까지 단과 현상 없이 수량성 우수!

강한조생 슈퍼황금PRPR PRPR

PRPR PRPR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건과 품질이 우수한 슈퍼황금!

숙기 빠른 극조생종이며, 누구나 아주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다수확 고추!

대과종 다수확 고추!

건과품질이 우수하고 내병성 강한

고품질계 고품질계



고품질계

강한신짱

●역병에 강한 내병계 품종!

●매운맛이 일품인 풋고추!

●양건이 잘되는 신미계 고추!

바이러스 & 역병내병성 신미계 풋고추!

진한녹색의 매운맛! 다수확!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

●절간이 짧아 후기까지 착과력이 좋으며 수량성 우수!

●양건이 잘되는 고신미 고추!

●진한녹색으로 과피의 광택이 우수함!

뉴신짱 PRPR

PRPR

역병내병성 신미계 풋고추!

감칠맛이 좋고 과가 큰 매운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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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계 고추

바이러스에 강하다!
빠르다! 크다!

히든카드 PR

건과품질이 우수한 
다수확 품종!
바이러스 강! 
수량성 최고!

행복한손맛 PR

초극대과종!
고색소, 고품질로 
건과품질 우수!

슈퍼대왕 PR

광택 우수! 매운맛 우수! 
숙기 빠른 대과종! 
바이러스 & 역병에 강함!

상남자 PR

고품질계로 홍초, 건초
적합 품종!

하나홍 PR

“극대과종”의 크고 맵고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홍 실 PR

품종보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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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A가 풍부한 

부드럽고 달콤하며 아삭한 풋고추!

비타민풋

●고온기 노지에서도 매워지지 않는 맛있는 풋고추! (무신미)

●육질이 부드럽고 달콤하여 식미성이 아주 좋음!

●절간이 짧고 초세가 강하여 수량성 우수!

고추

H형 과형으로 상품성이 우수하며 

육질이 아삭하고 달콤한 영양만점 오이맛 풋고추! 

캔디그린

●초세가 강하고 초형이 우수하며 큰 과실이 연속 착과되어 수량성이 뛰어난 품종!

●절간이 짧고 소엽으로 재배용이성이 우수한 품종!

●과육이 치밀하고 경도가 강하여 저장성과 아삭한 식미감이 우수한 품종!

●숙기가 빠르며 곡과 및 열피가 적고 H형의 과형으로 상품성이 뛰어난 품종!

구우면 더욱 맛있는 풋고추!

풍부한 비타민 함량!

아삭하고 달콤한 식감!

그린샐러드풋

건강기능성 풋고추

고추

할라피클슈퍼 DJF9 1038
품질도 슈퍼! 수확량도 슈퍼!

다방면 업그레이드된 매운맛 대과형 할라피뇨!

●국내에서 육성된 대과형 할라피뇨 고추!

●초세가 강하고 초형이 우수하며, 후기까지 과 비대 및 균일도가 우수!

●아삭한 식감과 맛있는 매운맛이 일품으로 기호성이 높음!

●구이용, 절임용, 피클용 등 활용성이 높으며, 

 고추가루, 고추장,  잼 등 다양한 요리재료로 활용가능!

할라피클미니 DJP9 1240
작지만 우수한 품질과 매운맛!

원조 할라피뇨 과형을 간직한 고품질 국내육성 할라피뇨!
●국내에서 육성된 소과형 할라피뇨 고추!

●절간이 짧아 재배가 용이하며, 후기까지 착과가 유지되어 수확량이 높음!

●소과형 할라피뇨로 멕시코 원 할라피뇨 과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과 균일도가 우수!

●구이용, 절임용, 피클용 등 활용성과 기호성이 높음!

피클 및 절임용 고추의 새로운 바람!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고품질 매운맛 할라피뇨 고추!
●국내에서 육성된 할라피뇨 고추!

●초세가 강하고 초형이 우수하며, 큰 과실이 연속 착과되는 다수확 품종!

●절간이 짧아 재배가 용이하며, 과실 비대력이 우수한 조생계 대과종 품종!

●과육이 치밀하고 경도가 강하여 저장성과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품종!

●맛있게 매운 품종으로, 구이용•절임용•피클용 등 활용성과 기호성이 높다!

할라피클

품종보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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