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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비비추속(Hosta Tratt.) 식물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을 비

롯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특산 식물로 비짜루과(Asparagaceae), 

용설란아과(Agavoid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군이다

(Grenfell, 1996; Krause, 1930; Lee et al., 2015). 우리나라에는 

좀비비추(Hosta minor)를 포함하여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Koidz.) Nakai), 흑산도비비추(Hosta yingeri S.B.Jones), 주

걱비비추(Hosta clausa Nakai) 등 모두 6종이 분포되어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Chung and Chung, 1988; Chung and Kim, 

1991). 이 중 좀비비추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을 비롯하여 제주도

의 산지 계곡, 한라산 고지의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며, 추위나 

각종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12; 

Lee and Chang, 2002). 

비비추는 1812년 Trattinick에 의하여 서양에 처음 도입되었

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예품종들이 개발되었고, 조직배

양을 이용한 대량증식법 개발이나 환경에 따른 식물의 생리적 

변화와 같은 연구들도 이루어졌다(Kim and Lee, 2012; Meyer, 

1980; Mo et al., 2007; Li et al., 2007; Schmid, 1999). 또한 

비비추속 식물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정원 및 관상식

물로서 인기가 매우 높아서 판매량이 10년 이상 1위의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Cho et al., 2005). 하지만 다수의 비비추속 식물이 

분포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분류학적 연

구나 번식법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 2013). 한편 해외에서는 잎무늬가 아름다운 잎변이

식물과 잎이 크고 풍부한 품종 등 3500여종의 신품종 비비추를 

육성하여 정원식물로 활용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인 우리나라

에서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비비추속식물은 

여름철 고온에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재된 비비

추의 관상적 가치가 여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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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좀비비추를 이용하여 잎이 풍부

하고 아름다우며 여름철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품종을 육성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늘푸름 1 (Neulpureum 1)’은 2010

년 제주도에서 채집한 좀비비추(Hosta minor)를 모본으로 하

고, 1980년 H. nigrescens에서 육성된 외국 품중으로서 잎이 두

터우며 더위에 강한 Hosta ‘Krossa Regal’을 부본으로 선정하

였다. 선정된 부본과 모본의 개화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부본의 

화분을 붓으로 채취하여 모본의 암술머리에 접촉시키는 방법으

로 교배한 다음 종자 500립을 획득하였다. 종자는 23℃의 온수

에 24시간 동안 침적한 후에 파종하였다. 파종시 배양토는 피트

모스, 마사토, 부엽토를 1:1:1 (v:v:v)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였고, 23±2℃의 온도를 유지하여 발아시켰다. 발아한 480개체 

중 변이형질이 뚜렷한 HMK-7과 17, 91, 293번 개체를 선발하

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에 걸쳐 생육특성 조사와 영양번

식방법으로 증식하였고, 품종인 Hosta ‘Krossa Regal’과 생육

특성을 비교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선정하였다. 부본이 대조품

종이 된 이유는 시중에 나와있는 품종 중 본 연구를 통해 육성된 

품종과 유사한 품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조품종을 부본

으로 선택하였다. 특성조사는 국립종자원의 작물별 신품종 출

원 및 심사를 위한 특성조사기준(UPOV, 2003)에 의거하여 조

사하였고, 엽색과 꽃색은 잎과 꽃이 완전히 전개된 후 모체로부

터 잘라낸 후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RHS, 1997)에 대조하여 같은 색을 찾는 방법으로 측정한 후 각 

색의 이름과 고유 코드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성경위

늘푸름 1 (Neulpureum 1)은 2010년도에 좀비비추와 Hosta 

‘Krossa Regal’을 교배하여 종자를 얻은 후, 2011년에 종자 파종

Corssing Seedling Selection and propagation Final selection

Year 2010 2011 2012 - 2014 2015

Hosta minor HMK-1

:

:

:

HMK-480

×
HMK-91 Hosta ‘Neulpureum 1’

Hosta ‘Krossa Regal’

No. lines 480 1 1

Procedure Artificial cross Seedling selection 1st~2nd evaluation trial Final evaluation trial, Naming

Fig. 1. Pedigree diagram of new Hosta cultivar ‘Neulpureum 1’.

Fig. 2. Leaf shape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Hosta ‘Neulpureum 1’ and Hosta ‘Krossa Regal’. A, left: Hosta ‘Neulpureum 1’, right: 

Hosta ‘Krossa Regal’; B, top: Hosta ‘Neulpureum 1’, bottom: Hosta ‘Krossa R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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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이개체를 선발하였다(Fig. 1). 선발된 개체는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매년 영양번식으로 증식하고, 생육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육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초고가 낮고, 잎이 풍

부하며, 잎에 존재하는 굴곡의 크기가 작고, 잎의 색이 진한 개

체를 선발하였다. 2015년에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품종보호

요건을 확인한 후 ‘늘푸름 1 (Neulpureum 1)’으로 명명하고, 품

종보호 출원을 하였다(Fig. 2).

주요특성

비비추 신품종 ‘늘푸름 1 (Neulpureum 1)’의 화경장은 48.0 

±25.3 ㎝로 대조품종인 ‘Krossa Regal’의 133.9±34.2 ㎝보다 

짧고, 꽃대당 꽃의 수는 8.0±2개로 대조품종 13.0±4개보다 적

다(Table 1). 꽃의 크기는 육성품종과 대조구 각각 길이 46.0± 

2, 49.4±2 ㎜, 너비 30.0±2, 31.6±3 ㎜로 육성품종의 꽃이 대

조구의 꽃보다 크기가 작았다. 꽃은 만개했을 때 종 모양으로 화

관 외측의 색은 보라색 계열(RHS 76D)이고, 내측의 색도 외측

과 유사한 보라색 계열(RHS 76B)이다. 잎의 형태는 피침형이며 

엽선은 예형으로 잎의 무늬가 없는 담녹색을 띄고 있다. 초장은 

19.0±1.0 ㎝로 대조품종 32.4±4.0 ㎝보다 작고, 잎의 길이 

21.3±4.0, 35.5±2.9 ㎝, 잎의 너비 5.9±0.8 ㎝, 6.6±2.7 ㎝로 

육성품종이 대조품종보다 전체적으로 작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Table 2). ‘늘푸름 1 (Neulpureum 1)’의 잎표면 광택은 약하고, 

납질이 적으며, 엽맥은 요철이 있다. 또한 성숙한 엽색은 녹색

계열(RHS 138B)로 대조품종보다 진하고 어두운 색이다(Fig. 

2). 육성품종인 ‘늘푸름 1 (Neulpureum 1)’은 대조품종에 비해 

초장, 잎의 길이와 너비, 화경장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작고, 잎

의 형태적 특징은 잎에 존재하는 굴곡의 크기가 작으며, 보다 진

한 녹색을 띄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육성된 신품종 늘푸름 1 

(Neulpureum 1)’은 더위에 강하여 고온기인 여름철에도 잎의 

황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추위에도 강하여 중부이북지방에서도 노지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음지성 지피식물로 활용가치가 뛰어난 신품

종이다. 

재배상 유의점

‘늘푸름 1 (Neulpureum 1)’은 전체적인 잎의 색이 진한 녹색

으로, 연중 색상의 변화는 없지만 여름철의 직사광선을 받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엽색이 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10∼

20% 정도의 차광을 하면 관상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식재

토양은 부엽토를 20%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토

양 피복을 하여 지온이 높지 않게 유지하고 마르지 않도록 관수

를 해주는 것이 생육에 유리하다. 

Table 1. Flower characteristics of new Hosta cultivar ‘Neulpureum 1’

Cultivars
Peduncle length 

(㎝)

Flower
No. Peduncle 

(ea)

No. flowers/

Peduncle (ea)Length (㎜) Width (㎜)
Colorz

In Out

Neulpureum 1  48.0 ± 25.3y 46.0 ± 2.0 30.0 ± 2.0 76Bz 76D 1.0 ± 0.0  8.0 ± 2.0

Krossa Regal 

(Control)
133.9 ± 34.2 49.4 ± 2.0 31.6 ± 3.0 85C 76A 1.0 ± 0.0 13.0 ± 4.0

z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yMean ± standard error (n=30).

Table 2. Leaf characteristics of new Hosta cultivar ‘Neulpureum 1’ 

Cultivars
Plant height 

(㎝)

Leaf

Number 

(ea)

Length 

(㎝)

Width 

(㎝)

Length of 

internode (㎝)

Width of 

internode (㎝)
Colorz

Neulpureum 1 19.0 ± 1.0y 14.2 ± 4.2 21.3 ± 4.0 5.9 ± 0.8  8.6 ± 0.2 0.68 ± 0.2 138A

Krossa Regal 

(Control)
32.4 ± 4.0  8.3 ± 3.4 35.5 ± 2.9 6.6 ± 2.7 18.7 ± 0.8 0.73 ± 0.2 146C

z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yMean ± standard error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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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2015년 12월 18일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늘푸름 1 

(Neulpureum 1)’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출원(출원번호: 제 

2015-755)하였으며, 2017년 4월 27일자로 국립종자원에 좀비

비추 신품종 ‘늘푸름 1 (Neulpureum 1)’으로 등록되었다(품종

등록: 제 6519). 

적  요

‘늘푸름 1 (Neulpureum 1)’은 국립수목원에서 육종한 품종으

로, 좀비비추와 원예품종인 Hosta ‘Krossa Regal’을 교잡 후 얻

은 개체를 특성에 따라 선발하여 육종하였다. 선발은 잎의 색이 

진하고 잎에 존재하는 굴곡의 크기가 작은 개체를 기준으로 하

여 선발하였다. 그 결과 대조품종에 비해 짙은 녹색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고, 초장이 짧으며, 풍부한 잎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선발되었다. 이렇게 선발된 개체는 무성증식방법으로 개체수

를 늘렸으며, 3년간 재배하며 특성을 고정 및 조사하였다. 이렇

게 육종된 ‘늘푸름 1 (Neulpureum 1)’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

에 반음지의 지피용 뿐만 아니라 분화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활용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신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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