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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용 무궁화 자색 단심 ‘Red Bohanjae’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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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ultivar Hibiscus syriacus ‘Red Bohanjae’ with Small Violet-Pink Flowers 

for a Po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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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cultivar of Hibiscus ‘Red Bohanjae’ (Hibiscus syriacus ‘Red Bohanjae’) was developed after crossing between 

Hibiscus syriacus ‘Andong’ (♀) with white flowers and Hibiscus syriacus ‘Samchully’ (♂) with pink flowers to improve flower 

quality and growth habit. The Hibiscus breeding program was initiated in 2002, and H. syriacus ‘Red Bohanjae’ was preliminarily 

selected as ‘02-RV-17’ in 2003 due to its stable flower quality with rich pink flowers and small tree type. The selected line 

was further evaluated for growth characteristics, leaf shape, leaf size, flowering characteristics, and tested for distinctness, 

homogeneity, and stability during 2004-2007. The characteristics preserved by grafting. ‘Red Bohanjae’ showed a small growth 

habit with slightly upright branches. The tree had potential use as a potted plant or bonsai because of its dwarf form. The 

new cultivar ‘Red Bohanjae’ had violet-pink color flowers (RHS N78C) with red eye spots, small size (9.2 cm) and spatulate 

(I-type) petals. Leaves were 4.2 cm long and 2.3 cm wide. After the evaluation of plant characteristics for 3 years (2005-2007), 

it was registered as cultivar ‘Red Bohanjae’ (4118,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number) in 2012. ‘Red Bohanjae’ having violet-pink 

flowers with red eye and dwarf tree form seems to be suitable for pot or bonsai cultivation in both indoor and outdoo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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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무궁화는 여름철 동안에 흔치 않은 많은 꽃을 피우는 화

목류이므로 연구가치가 높은 원예작물이다. 하지만 국내 무

궁화 연구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서울대, 산림청, 농촌진흥청에서 초기연구가 수

행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정

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무궁화 연구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말 이후에 

한국무궁화연구회의 조직과 사업추진이 구체화되고 학계 

및 연구기관에 무궁화 연구의욕을 진작시켰다. 최근에는 많

은 연구논문과 학술보고서가 나오게 되었고 무궁화연구 성

과가 축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도입육종, 자생종 선발육종, 

종간 및 품종간 교잡육종, 그리고 방사선동위원소 및 콜히

친 처리에 의한 돌연변이 및 배수체 육성 그리고 조직배양 

등을 이용하여 품종이 육성되었으나 아직 개량할 여지가 많

이 있다(Yu and Yeam, 1987; Yu et al., 1976).

분재배용 왜성 무궁화는 좁은 삶의 공간에 푸르름을 제공

하며 100여일 지속되는 무궁화 꽃을 감상하게 한다. 화분이

나 용기에 자라는 무궁화를 실내 창가에 두어 따뜻하게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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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지내다 보면 꽃은 빈약하고 없는 경우가 많으나 초겨울

에 늦게까지 낙엽이 지지 않고 잎이 푸르른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일찍 싹이 터서 신년이 되면서 2월에는 벌써 신초가 

자라기 시작하여 5월에도 무궁화를 볼 수 있는 조기 개화가 

가능하고 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내의 남쪽 창가 근처에

서는 실내식물로도 가능하게 된다(Yu and Yeam, 1987).

분재 및 분식･분화용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키가 1m 내

의 왜성형 및 반왜성형으로 절간마디가 짧고, 분지각도가 

넓고, 세근성이고 천근성인 품종이 요구된다. 또한 다화성 

품종으로 개화기간이 길고 밤까지 피어 있으며 종자가 잘 

맺히지 않으며, 잎의 크기가 소형이고 이식 또한 쉬워야 한

다(Anderson, 2006; Ha and Shim, 2002). 지금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분재 및 분화용 품종으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육성

한 백단심계 ‘안동’, ‘성천’, ‘은하수’, ‘청조’, ‘새한서’ 등과 

홍단심계 ‘청암’, ‘처용’, ‘태화’, ‘병화’, 그리고 적색 단심계 

‘송암’, ‘광명’(Shim and Ha, 2010) 등이 있으며, 원예특작과

학원의 ‘한소미’(Oh et al., 2003) 외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육

성한 ‘꼬마’(Song et al., 2006), 산림과학원의 ‘별이’, ‘소양’, 

‘한양’(Park et al., 2003; 2005; 2006)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무궁화 육종이 활발하여 수형이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는

데 수고가 왜성형으로 마디 길이가 짧고 가지의 배열상태가 

조밀하며, 가지의 생장이 아래로 향하는 품종 등 다양하게 

육성되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궁화 중 수형이 왜성형이고 

가지가 아래로 향하는 백단심계 ‘안동’, ‘성천’, 홍단심계 ‘수

양영광’ 등은 교목 및 관목류의 지피용으로 식재할 수 있다. 

국외에서 육성된 왜성형 품종으로는 캐나다에서 재배되고 

있는 ‘Coelestis’와 영국의 왜성 품종 ‘Winifred Stepany’ 그

리고 미국의 왜성 품종 ‘May Robinson’과 ‘Blue Moon’ 등

이 있다. 이들은 분재배용 왜성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Shim 

and Ha,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라꽃 무궁화를 분화 

및 분재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키가 작고 꽃의 크기가 작

아 관상가치가 뛰어난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육성경위

무궁화를 분화 및 분재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키가 작고 

꽃의 크기가 작은 신품종 무궁화를 육성하기 위해 키가 작

은 6년생 백단심계 H. syriacus ‘Andong’(♀)을 모본으로 하

고 홍단심계 H. syriacus ‘Samchully’(♂)(품종보호 : 제 1481

호)를 화분친으로 하여 교배를 실시하였다. 백단심계 무궁

화 ‘안동’(♀) 꽃에 홍단심계 ‘삼천리’(♂)의 화분을 이용하

여 60개의 꽃에 인공교배를 실시하였으며, 그 해 가을 결실

된 꼬투리 50개를 수확하여 종자를 정선한 결과 충실한 종

자 140립을 선별하여 2003년 3월 온실에 파종하였다. 그해 

5월 발아된 실생묘 30개체를 묘 포장에 정식하였으며, 2005

년부터 개화가 유도되었다. 교배 실생 집단으로부터 육성목

표에 근접하고 기존 품종에 비해 키가 작고 가지가 조밀하

며 꽃의 크기가 작은 홍단심계 17번째 개체를 선발하였으

며, 계통명 ‘02-RV-17’을 부여하였다. 교배육종시 화분친의 

경우 질적형질에 관여하는 반면 종자친은 양적형질을 후대

에 유전하는 경향이 있어(Ku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육성품종의 생육 특성을 비교조사하기 위하여 모본인 ‘안

동’과 화분친인 ‘삼천리’, 그리고 분화용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키가 작은 왜성형으로 가지의 배열이 좁고 위로 향하는 

홍단심계 ‘야음’(H. syriacus ‘Yaum’, 품종보호 : 제 4732호)

을 대조 품종으로 각각 이용하였다. 무궁화는 타가수정 작물

로서 실생묘는 양친의 유전적 계통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발

생하게 되어 모본의 특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선발

된 개체의 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양번식법을 활용하

게 되는데 삽목은 모수(품종)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

으나 삽목묘의 경우 주근이 없고 측근만 발달하기 때문에 바

람에 약하고 동해를 입기 쉬운 단점이 있다. 반면 접목번식 

시 대목에 의한 접목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KFRI, 2012) 

무궁화의 경우 지금까지 대목에 의한 접수의 질적형질에 영

향을 미치는 보고는 발표된 바 없으며, 지금까지 무궁화의 

후대검정은 무궁화 실생묘를 사용하고 있다(Ha et al., 2010; 

Shim et al., 2000). 또한 접목번식은 접수의 형질을 유지시

킬 뿐 아니라 생장 또한 왕성하여 품종번식 시 많이 활용하

고 있다(Shim and Ha, 2010; KFRI, 2012). 선발된 ‘02-RV-17’

와 모본인 ‘안동’과 부본인 ‘삼천리’, 그리고 대조품종 ‘야

음’의 균일성 검정을 위해 2007년 ‘영광’의 1년생 실생묘를 

대목으로 절접을 각 20주씩 증식하여 특성 검정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궁화와참나리연구

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 2리 368)에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UPOV, 2005)과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

조사요령(NSMO, 2005)에 따라 1, 2, 3차 특성검정을 실시

하였다. 무궁화 신품종의 식재 관리는 Ha et al.(2010)이 보

고한 무궁화 재배방법에 따라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비옥

하고 배수가 양호한 위치에 식재하였으며,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양토를 사용하

였다. 또한 접목묘의 대목에서 발생하는 가지는 매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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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ing                   Seedling         Selection and propagation          Final selection 

Year            2002                      2003                2006 - 2010                    2011

H. syriacus ‘Andong’(♀) ‘02-RV-1’
:
:
:

‘02-RV-30’

‘02-RV-17’
Hibiscus syriacus 
‘Red Bohanjae’

H. syriacus ‘Samchully’(♂)

No. of lines                                  30                      1                           1

Procedure Artificial cross               Seedling selection      1
st

-3
rd

 evaluation trial        Final evaluation trial
                                                                                            and naming

Fig. 1. Pedigree diagram of a new cultivar, ‘Red Bohanjae’.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a new cultivar ‘Red Bohanjae’ and its parents.

Cultivar Age of plant
Plant height (cm)

(A)
Plant width (cm)

(B)
Index 
(A/B)

Plant type
Direction 
of Branch

‘Red Bohanjae’
5-year-old grafted plant 120.0 ± 11.5

z
75.0 ± 7.0 1.6 ± 1.7 Dwarf type Upright

1-year-old grafted plant 35.0 ± 4.8 20.0 ± 4.5 1.8 ± 1.1 Dwarf type Upright

‘Andong’
(Mother plant)

5-year-old grafted plant 110.0 ± 10.3 70.0 ± 8.5 1.6 ± 1.2 Dwarf type Upright

1-year-old grafted plant 25.0 ± 4.5 20.0 ± 3.4 1.3 ± 1.3 Dwarf type Upright

‘Samchully’
(Pollen parent)

5-year-old grafted plant 215.0 ± 16.7 170.0 ± 11.2 1.3 ± 1.5 Tall type Horizontal

1-year-old grafted plant 70.0 ± 4.7 55.0 ± 4.7 1.3 ± 1.0 Tall type Horizontal

‘Yaum’
(Control)

5-year-old grafted plant 132.0 ± 5.0 70.0 ± 5.5 1.9 ± 0.9 Dwarf type Upright

1-year-old grafted plant 45.0 ± 5.5 32.0 ± 3.5 1.4 ± 1.6 Dwarf type Upright
z
Mean ± standard error (n = 5)

전정을 2회 정도 실시하여 제거해 주고, 솎음전정과 절단전

정을 병행해서 실시했다. 시비, 관수, 그리고 병충해 관리는 

일반적인 무궁화 재배관리 방법을 실시하였다(Yu and Yeam, 

1987; Shim and Ha, 2010). 2010년 기존 무궁화 품종에 비해 

키가 작고 가지가 위로 향하며 꽃의 크기가 작고 특이한 

‘02-RV-17’ 계통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레드보한재’로 명명

하였다.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육성과정은 Fig. 1과 같다. 

주요특성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생육특성으로 5년생 접목묘의 높

이가 약 120cm이고, 1년생 접목묘의 경우 75cm로서 모본인 

‘안동’의 5년생 접목묘와 1년생 접목묘와 비슷하였다. 그러

나 화분친인 ‘삼천리’의 215cm, 70cm에 비해 키가 작은 왜

성형으로 나타나 모본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 또한 가지의 배열상태가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경우 위로 향하여 수관폭이 좁은 반면 대조품종인 ‘삼천리’

의 경우 수평으로 뻗어 신품종과는 차이를 보였으나 모본인 

‘안동’과 대조품종인 ‘야음’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엽형은 타원형으로 엽선이 약간 

뾰족한 첨두형이었으며, 엽저는 예저로 나타났다. 잎몸길이 

및 너비는 각각 약 4.2cm 및 2.3cm이고, 잎몸 길이/너비 비

율은 약 1.83%로 약간 좁은 형으로 나타났다(Table 2). 잎의 

어깨넓이는 1.7cm로 대조품종인 ‘야음’에 비해 약간 좁고 

엽병의 길이가 1.2cm로 대조품종의 0.7cm에 비해 긴 특성

이 있다.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화색은 violet-pink(RHS N78C)로

서 모본인 백단심계 ‘안동’의 흰색(RHS NN155C)과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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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af characteristics of new cultivar ‘Red Bohanjae’ and its parents.

Cultivar
Leaf 

shape
Leaf 
apex

Leaf 
base

Leaf 
margin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Petiole length 
(cm)

Diameter of leaf 
shoulder (cm)

‘Red Bohanjae’ Elliptical Acute Acute Serrate 4.2 ± 0.9
z

2.3 ± 0.5 1.2 ± 0.5 1.7 ± 0.3

‘Andong’ 
(Mother plant)

Elliptical Acute Acute Serrate 4.3 ± 0.5 2.1 ± 0.5 0.5 ± 0.3 1.8 ± 0.3

‘Samchully’ 
(Pollen parent)

Elliptical Acuminate Acute Crenate 4.8 ± 1.5 2.3 ± 0.7 0.3 ± 0.5 1.9 ± 0.2

‘Yaum’
(Control)

Elliptical Acuminate Acute Crenate 5.3 ± 0.5 2.7 ± 0.3 0.7 ± 0.4 2.3 ± 0.5

z
Mean ± standard error (n = 10).

Table 3. Flower characteristics of new cultivar ‘Red Bohanjae’ and its parents.

Cultivar
Flower 
color

Flower color in RHS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Flower 
type

Radiation line 
on petal

Petal
shape

‘Red Bohanjae’ Violet pink RHS N78C I-b Absent Spatulate (I-type)

‘Andong’ (Mother plant) White RHS NN155C I-b Absent Spatulate (I-type)

‘Samchully’ (Pollen parent) Pink RHS N84C I-c Present Fan (II-type)

‘Yaum’ (Control) Light pink RHS N80C I-b Absent Spatulate (I-type)
z
UPOV TG/(I-a ; single flower and not overlapping, I-b ; single flower and slightly overlapping; I-c ; single flower and overlapping).
y
UPOV TG/(I-type ; spatulate, II-type ; fan; III-type ; spoon).

Table 4. Flower size of new cultivar ‘Red Bohanjae’ and its parents.

Cultivar
Radiation 

line on 
petal

Petal
flare

Diameter 
of flower 

(cm)

Petal Length of 
red eye 

(cm)

Length of 
radiation 
line (cm)

Length (cm)
(A)

Width (cm) 
(B)

Index
(A/B)

‘Red Bohanjae’ Absent None 9.2 ± 1.5
z

4.7 ± 1.2 2.4 ± 0.5 2.0 ± 0.8 1.5 ± 0.5 -

‘Andong’ (Mother plant) Absent None 8.5 ± 1.5 4.5 ± 0.4 2.3 ± 0.3 2.0 ± 0.4 1.4 ± 0.3 -

‘Samchully’ (Pollen parent) Present Medium 11.7 ± 1.2 6.1 ± 0.7 3.2 ± 0.4 1.9 ± 0.5 1.8 ± 0.4 1.2 ± 0.1

‘Yaum’ (control) Absent None 9.9 ± 1.4 5.4 ± 0.5 2.5 ± 0.4 2.2 ± 0.4 1.2 ± 0.3 -
z
Mean ± standard error (n = 10).

하고 화분친인 홍단심계 ‘삼천리’의 pink(RHS N84C)와도 

상이하며, 대조품종인 ‘야음’의 light pink(RHS N 80C)와도 

다른 특이한 화색을 보였다(Table 3). 또한 바깥쪽 꽃잎의 

피는 방향은 수평으로 벌어지는 형이고, 꽃잎이 서로 겹치

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I-b형으로 모본인 ‘안동’과 유사

한 형태를 보였다. 신품종 ‘레드보한재’의 꽃잎의 모양은 주

걱형(I-type)으로 길쭉하여 특이하며 꽃잎의 2차색의 분포는 

없고 꽃잎 가장자리 파인 정도는 없거나 약하며 꽃잎 가장

자리 물결도 없거나 약하였다. 신품종의 화폭은 약 9.2cm이

고 붉은색의 단심이 있으며 꽃잎에 대한 단심의 크기는 

1.5cm로 짧은 편이다(Table 4). 꽃잎 길이 및 너비는 각각 

약 4.7cm 및 2.4cm로 다른 품종에 비해 작고 좁은 특성이 

있다. 기존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 중 키가 작은 왜성형 

무궁화로는 ‘꼬마’(Song et al., 2006; Kim et al., 2011), ‘별

이’(Park et al., 2003), ‘순이’(Park et al., 2007), ‘한양’(Park 

et al., 2006) 등이 있으나, 이들은 화색이 분홍색으로 기존 품

종들의 화색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수고가 작고 화색이 자색 

단심 품종계통으로 특이한 품종으로는 ‘한소미’(Oh et al., 

2003)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레드보한재’의 

경우 수고가 작고 화색이 자주색을 띈 분홍색으로 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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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lowering characteristics of new cultivar ‘Red Bohanjae’ and its parents observed in 2011.

Cultivar
z Flowering duration 

(hrs)

Flowering period
Blooming days

Anthesis Flower shedding

‘Red Bohanjae’ 13-15 July 3 Oct. 12 101

‘Andong’ (Mother plant) 13-15 July 5 Oct. 15 100

‘Samchully’ (Pollen parent) 13-15 July 10 Sept. 22  74

‘Yaum’ (Control) 13-15 July 12 Sept. 30  80
z
All cultivars were cultivated in Cheonan-si, Chungcheongnam-do Province.

A

B C

Fig. 2. New cultivar Hibiscus syriacus ‘Red Bohanjae’ with small 
pink flowers for pot culture. A, Flower; B, 5-year-old tree; 
C, 2-year old tree in pot.

다. 2011년 조사한 신품종의 개화기는 7월 3일로 대조품종의 

7월 12일에 비해 1주일 정도 빠른 여름 개화형이었다(Table 

5). 그리고 개화는 10월 12일에 끝나 총 개화기간이 101일

로 모본인 ‘안동’의 100일과는 유사하였으나 화분친의 74일

과 대조품종의 80일에 비해 긴 특성이 있었다(Table 5). 

본 연구에서 육성된 신품종 ‘레드보한재’는 키가 작은 왜

성형으로 가지의 배열상태가 위로 향하고 수관폭이 좁으며, 

화색이 특이하고 개화기간이 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은 Anderson(2006)과 Ha and Shim(2002)이 발표한 무궁화

를 분재 및 분식･분화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과 부합하

여 앞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분화 및 분재용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재배상 유의점

키가 작고 가지가 위로 향하는 소교목성 품종이므로 분화 

및 분재용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식재 후부터 3-4년간은 

집중적인 전정관리가 요구된다. 대목에서 발생하는 가지는 

매년 하기전정을 2회 정도 실시하여 제거해 주고, 분화용 

무궁화의 수형을 만들기 위해 솎음전정과 절단전정을 병행

해서 실시해야 한다(Fig. 2). 식재지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이 적합하며 토질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여 어느 토양에서나 

잘 자라는 편이나, 특히 비옥하고 배수가 양호한 위치를 선

택하여야 한다.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무궁화는 각종 병

해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경미한 피해는 잦은 편이다. 또한 

진딧물은 그을음 병을 유발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치명적 해

충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제방법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반

면 박쥐나방과 무궁화 잎 밤나방 등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

에 이들에 대한 방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Shim and Ha, 

2010; KFRI, 2012).

유용성

종자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출원(품종보호 출원번호: 출원 

2006-386, 품종명칭 출원번호: 2011-143)을 하였고, 2012년 

8월 27일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품종보호 제 4118호)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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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무궁화 신품종 ‘레드보한재’는 모본 백단심계 ‘안동’(H. 

syriacus ‘Andong’)과 부본 ‘삼천리’(H. syriacus ‘Samchully’)

를 교배한 조합에서 선발되었다. 2002년에 교배를 하여 2004

년에 실생 개체 ‘02-RV-17’를 양성하였고, 2005년부터 3년

간 생장검정시험 후 생장 및 개화 특성이 분화용으로 우수

성이 인정됨으로써 2011년 최종 선발하였고, 2012년 품종 

보호권을 등록하였다. 신품종 ‘레드보한재’는 가지의 배열

상태가 위로 향하고 수형은 키가 작은 왜성형이다. 잎 길이

와 폭은 각각 4.2cm, 2.3cm로 대조품종 ‘야음’에 비하여 작

고 꽃잎의 색이 약간 보라색을 띤 분홍색이다. 또한 꽃의 

크기가 9.2cm로 대조 품종에 비해 작고 꽃잎의 모양은 주걱

형이다. 개화기는 7월 3일로 대조품종의 7월 10일에 비해 

1주일 정도 빠른 여름 개화형이고, 10월 12일 개화가 끝이

나 총 개화기간이 101일로 대조품종의 80일에 비해 길다. 

신품종 ‘Red Bohanjae’는 종자산업법 제 55조에 의거 2012

년 최종등록(품종보호 : 제 4118호) 되었다. 

추가 주요어 : ‘안동’, ‘삼천리’, 단심, 잎의 어깨넓이, RHS 

color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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