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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력이 우수한 진한 적색 비모란선인장 ‘Bulbit’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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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ivar of moon cactus, ‘Bulbit’ with dark red color and many offsets, was bred by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NIHHS) in 2015. For breeding the dark red cultivar 

with good propagation, ‘Gohong’ cultivar and ‘0708047’ the line with the similar color were 

crossed on August in 2011. Fruits were harvested after 2 months and seeds were separated from the 

peel. They were sterilized by C2H5OH 70% and NaOCl 2%, and then sowed in 100 mL mass flask 

filled with Kyoto medium + charcoal 0.1%. A young shoot was cut and root was removed, and then 

grafted into a young vine cactus, Hylocereus trigonus, in vitro. This grafted cactus was firstly 

planted into test tube with the same medium. After 6 months, a young moon cactus, only the scion, 

was secondly grafted into a vine cactus in vivo. The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this were 

surveyed three times from 2013 to 2015, according to guidelines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Bulbit’ has flat round shape, and dark red skin (R 46B). This cultivar has average 10.4 ribs. The 

spine in the areole was brown color. The spine averagely grew to 5.2 mm in the straight shape. The 

shape of tubercle on the rib was projecting. This was 39.7 mm in diameter and averagely produced 

18.3 offsets for 10 months from planting. The preference score of this was 4.5 on a five-point scale. 

On June 12th 2017, ‘Bulbit’ was registered (registration No. 6753) and is now protected by Korean 

Seed Industry Law.

Additional key words: breeding, cultivar, grafting, Gymnocalycium mihanovichii, offset

서 언

가시와 독특한 모양으로 각인된 선인장은 석죽목, 선인장과에 속하는 식물로, 지구상에는 127속 1,750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tenhusz and Byng, 2016). 이들 대부분 종들은 건조한 아열대 

또는 열대지역에 자생하지만, 늦가을부터 봄까지 주로 개화하는 게발선인장(Schlumbergera truncata)

이나 접목선인장의 대목으로 주로 사용되는 삼각주선인장(Hylocereus trigonus)은 예외적으로 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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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자생하는 종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인장은 생존을 위해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의 발달로 인해 그 형태가 비

대하고 기형적이므로 화훼작목으로 관상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인장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생산액이 87.2억원, 재배면적은 46ha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주로 수출용으로 재배되는 접목

선인장은 41.4억, 재배면적은 21.1ha에 달하며, 전체 선인장 생산액과 재배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접목선인장 주산

지는 고양, 음성, 상주 등이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양 등 경기도에서 58.2%, 음성 등 충청북도에서 22.9%, 상주 등 경상

북도에서 16.8%, 기타지역에서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AFRA, 2018). 

접목선인장은 국내 화훼 생산액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는 소규모 작목에 해당되지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2018)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화훼작목 중 나리에 이어 수출액 2위 해당되는 비중이 높은 작목이다. 수출

액은 4,196천$이며,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총 23개국으로 수출되었다.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2,404천$, 네덜란드로 730천$ 

수출되었으며, 두 국가의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74.6%에 달하고 있다.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품종 육성을 준비하여 1993년 ‘Honghwa’ 등 4품종 최초로 개발하였으며(NIHHS, 2001), ‘Seolhong’, 

‘Danhong’, ‘Suhong’, ‘Simhong’, ‘Hwahong’, ‘Ihong’, ‘Ilhong’ 등 다수의 진한 적색 품종을 개발하고 발표하였다(Jeong et 

al., 2004a, 2004b, 2006, 2007; Park et al., 2008, 2011, 2014). 2017년 현재까지 수출 비중이 높은 비모란선인장에서 101품

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관의 품종개발과 보급으로 인해 접목선인장은 순수 국산 품종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는 구

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구색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적색 50.0%, 노랑색 15.0%, 오렌지색 15.0%, 분홍

색 15.0%, 흑색 5.0%이다(KREI, 2002). 구색별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한 적색의 품종이 높은 비중으로 수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농가요구도 또한 매우 높다. 접목선인장 특성상 자구를 통해서 대목과 도관연결방식으로 접목이 이루어지므로 자

구가 많이 착생될수록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이 자구가 착생되는 번식력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해

주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국내 육성품종의 농가보급을 위해 번식력이 우수한 진한 적색의 

‘Bulbit’ 품종을 육성하였다. 

재료 및 방법

비모란선인장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한 적색을 가진 ‘Gohong’ 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진한 적색의 ‘0708047’ 품종

을 부본으로 하여 2011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선인장온실에서 인공교배를 하였다. 교배 후 2개월 종자 성숙기간을 거쳐 소독

과정을 거쳐서 순수 종자만 기내에서 파종하였다. 종자는 100mL 삼각플라스크에 0.1% charcoal이 첨가된 Kyoto 배지를 

20mL씩 채우고 autoclave에서 멸균 처리한 후 파종하였다. 발아된 비모란선인장 유묘는 뿌리를 자르고 무병 삼각주 어린 묘

에 클린벤치에서 접목하여 동일한 배지가 주입된 100mL 시험관에 재치상하였으며, 25°C로 설정된 항온 배양실의 형광등 조

명 하에서 12시간 일장 조건에서 6개월을 생육시켰다.

이후 기내의 접목선인장을 온실로 옮긴 후 30%의 차광필름을 씌워 1주일 동안 순화시킨 후 접수인 비모란선인장의 기저부

를 잘라 15cm 길이의 무병 삼각주에 접목하였다. 상온 조건의 정치실에 1주일 보관 후 30% 차광된 온실에서 돈분과 강모래가 

1:1로 혼합된 상토가 충진된 베드에 10 × 10cm 재식거리로 정식하였으며, 토양소독을 위해 30% hymexazol 용액을 상토에 

살포한 후에 재배베드에 30%의 차광필름을 설치하였다. 1개월 후 차광필름을 제거하였으며, 정식 10개월 후 1차 선발하였다. 

접목과 정식 등 동일한 과정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국립종자원의 비모란선인장 특성조사요령(KSVS, 

2013)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조사하였고, 구색은 RHS color chart(RHS, 2001)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기호도는 

2015년 11월에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선인장 육성계통 평가회에서 조사하였다. ‘Bulbit’과 ‘Seolhong’두 

품종의 특성 간 유의성 검정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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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육성 경위

진한 적색이 선명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한 적색 양친을 교배하였다. 꽃이 피는 8월 15일 교배를 하여 2개월 후인 10월 

14일에 총 4개의 꼬투리를 수확하였다. 평균 꼬투리 길이는 17.8mm, 굵은 부분의 평균 직경은 6.3mm, 평균 무게는 0.4g이었

다. 수확된 종자 중 총 300립을 파종하였으며, 전체 발아율은 95.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교배조합에서 실생 56계통이 양성되

었으며, 이 중에서 2013년에 1차로 ‘1129014’을 포함하여 33계통을 선발하였고, 2014년도에도 2차로 11계통을, 그리고 

2015년에 3차로 2계통을 최종 선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2015년에 이 계통에 ‘원교 G1-291’이라는 계통명을 부여하고 특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3차에 걸쳐 특성검정을 할 동안 구색, 자구수와 결각수 등을 조사하고 구색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11월

에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발하였으며, 2015년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ulbit’ 이라는 

품종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Fig. 1). 

Crossing Selection trials Final selection

2011 2012 2013 (V1) 2014 (V2) 2015 (V3)

G. mihanovichii 

‘Gohong’ 

(Dark red)

×

G. mihanovichii

‘0708047’

(Dark red)

1129001

1129002

․

1129012

1129013

1129014

․

1129019

1129020

— 1129014  — 1129014 — Wonkyo G1 - 291

‘Bulbit’

Fig. 1. Pedigree diagram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Bulbit’. 

주요 특성

온실에 정식하여 10개월 경과 후 ‘Bulbit’ 품종과 대조품종‘Seolhong’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먼저 

‘Bulbit’의 구색은 진한 적색(R 46B)이었으며, 대조 품종 ‘Seolhong’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진한 적색(R 46B)을 가지고 있다. 

RHS 차트 상으로는 구색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ulbit’ 품종은 능(rib)이 9 - 12개였으며 평균 10.4개였으며, ‘Seolhong’ 

품종은 8 - 10개, 평균 8.8개였으며, 능수에서 ‘Bulbit’ 품종이 1.6개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두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능의 모양을 결정하는 혹(tubercle)은 두 품종 모두 돌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능의 깊이도 중간 정도로 두 품종 모두 

유사하였다. ‘Bulbit’ 품종의 가시색은 갈색으로 약한 탁한 색상을 보였지만, ‘Seolhong’ 품종의 가시는 진한 갈색으로 흑색에 

가까워 가시색으로 두 품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Bulbit’ 품종의 가시 길이는 평균 5.2mm로 짧고 직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조 품종과 비해 짧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The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two cultivars, ‘Bulbit’ and ‘Seolhong’ for 10 months after planting

Cultivar Colorz
Rib Spine

Number  Tubercle shape Color Shape  Length (mm)

Bulbit Dark red (R 46B) 10.4 ay Projecting Brown  Straight 5.2 a

Seolhong (Control) Dark red (R 46B) 8.8 a Projecting Dark brown  Straight 5.5 a

z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p ≤ 0.05 (n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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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구모양, 크기(구직경), 자구수, 그리고 기호도를 조사하였다(Table 2). 구의 형태는 ‘Bulbit’과 ‘Seolhong’ 두 품종 

모두 편원형(flat round)이었고, 구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Bulbit’ 품종은 39.7mm, ‘Seolhong’ 품종은 44.3mm로 다소 차

이를 보였지만, 크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Bulbit’ 품종의 자구는 2015년도 기준으로 18.3개로 11.5개의 

‘Seolhong’에 비해 많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이 품종은 2013년에 15.2개, 2014년에 22.1개의 자구가 생성

되어 3년 동안 수량적으로는 ‘Seolhong’ 품종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구가 많이 생성되었다. 비모란선인장은 자구가 착생되는 

모양면에서도 중요한데, 농가에서는 능마다 자구가 고루 달린 품종을 선호하고 있다. ‘Bulbit’ 품종의 자구는 모구의 능마다 

1 - 2개가 고루 착생되어 외형적으로 균형미가 있었다(Fig. 2). 2015년 11월에 실시한 선인장 육성계통 평가회서 Bulbit’과 

‘Seolhong’ 두 품종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서 4.5와 3.8점을 각각 받았다. 기호도 조사에도 알 수 있듯이 

‘Seolhong’ 품종에 비해 높은 값을 얻었으므로 향후 보급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2. The globe growth, the number of offsets, and the preference of two cultivars, ‘Bulbit’ and ‘Seolhong’ at 10 months

Cultivar Shape Globe diameter (mm) No. of offsets Preferencez

Bulbit Flat round  39.7 ay 18.3 a  4.5 ± 0.9x

Seolhong (Control) Flat round 44.3 a 11.5 a 3.8 ± 0.6

zPreference: Bad = 1, medium = 3, very good = 5.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p ≤ 0.05 (n = 60).
xValues represent mean ± SD (n = 52).

A B

Fig. 2. The shape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Bulbit’ (A) and ‘Seolhong’ (B). 

재배상 유의점

비모란선인장은 접목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다. 먼저 접수와 대목의 유관속을 서로 일치시켜야 하는데 대목

의 유관속과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Chung, 2003)에 의하면 감염 시 접목 후에 활착률이 12.7%, 구직경이 51.2%, 자구착생

이 58.3% 각각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생산과 수출 시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과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접목 

후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1주일 동안 보관실 보존 시에도 온도는 25 - 30°C, 습도는 80%로 환경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배적으로는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는 30% 차광망을 설치하여 정오를 기준으로 중간 광(45klux)이 조사되도록 하면 

‘Bulbit’ 품종의 구색이 잘 발현된다(RDA, 2013). 

유용성

‘Bulbit’품종은 2016년 2월 16일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출원번호 2016-136)되었고, 2017년 6월 12일에 품종보호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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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등록번호 6753)이 등록되어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게 되었다. 2018년 6월과 11월에 선도농가에 통상실

시하였으며, 이 품종을 전농가로 확대 보급 중에 있다.

초 록

농가 선호도가 높은 진한 적색 비모란선인장 ‘Bulbit’ 품종은 진한 적색 ‘Gohong’ 품종을 모본으로, 진한 적색 ‘0708047’ 계

통을 부본으로 하여 2011년에 교배하여 육성된 교배종이다. 종자를 70% C2H5OH와 2% NaOCl로 멸균처리한 후, 100mL 삼

각플라스크 0.1% 활성탄이 첨가된 Kyoto 배지에 파종하였다. 발아된 유묘는 기저부를 잘라 기내에서 배양된 어린 삼각주에 접

목을 하고 동일한 배지가 첨가된 시험관에 치상하였다. 6개월 재배 후 온실로 옮겨서 순화과정을 거쳤으며, 기외에서 매년 접목

을 하여 총 4번을 접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Bulbit’ 품종은 편원형의 모양과 

분홍색의 구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9 - 12개, 평균 10.4개의 능(rip), 5.2mm의 짧은 직립형 갈색 가시, 그리고 혹(tubercle)이 

돌출된 형태로 모구가 구성되어 있다. 정식 10개월 후 ‘Bulbit’ 품종의 구직경은 39.7mm였으며 자구는 모구와 같은 진한 적색

으로 평균 18.3개가 생성되었다. 2015년 육성계통 평가회에서 ‘Bulbit’ 품종은 기호도 점수 4.5을 받았다. 2017년 6월 12일에 

이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었으며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등록번호 6753)를 받게 되었다.

추가 주요어 : 육종, 재배종, 접목, 비모란선인장,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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