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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겹꽃 다화성 절화용 프리지아 ‘샤이니벨’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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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ite double flowering freesia ‘Shiny Bell’ with high yielding for cut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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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freesia (Freesia hybrida Hort.) ‘Shiny Bell’ was developed for the cut flower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Herbal Science in 2012. This hybrid was selected from a crossing between cn. ‘Teresa’ and ‘Rossini’,
which is white semi-double flowering and red double flowering, respectively. in 200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hybrid were investigated for 3 years from 2009 to 2011, and then it was named ‘Shiny Bell’. ‘Shiny
Bell’ had red color of RHS W155C, and double flower. The growth of the plant was vigorous and the average 
height was 109.3 cm. The average flower width was 5.8 mm, number of floret per stalk was 11.3, and stalk length 
was 8.5 cm. The average yield, 7.3 Branches per plant, was 3 stems per plant more than the control cultivar. The 
average days to first flowering of ‘Shiny Bell’, was 143.3 days, and it was approximately 7 days later than the 
control cultivar. The average yield of ‘Shiny Bell’ was 4.0 cormlets p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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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프리지아(Freesia hybrida Hort.)는 남아프리카 원산으

로 절화수명이 길고, 향기가 우수하며 다양한 화색의 품종

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 받는 

꽃이다(Brown, 1935; Anderson, 2006). 프리지아는 겨울

철 대표적인 구근 작물로 밤 온도가 10 - 12℃ 정도로, 촉성

재배 또는 억제재배 작형을 이용하여 개화기를 조절하면 

11월부터 이듬 해 4월말까지 절화가 가능해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본 수출도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은 장

점이 있다(Cho, 2007; Lee et al. 1998). 프리지아는 2004

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으며 (Choi 2001; Choi 

2002) 2013년 국내 프리지아 절화생산 면적은 35.6ha, 생

산량은 22,031천 본, 절화생산액은 약 49.2억 원 규모 이다

(MAFRA, 2014). 프리지아 재배품종은 아직까지 노랑색 

품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중 네덜란드 육종품종인 ‘Yvonne’ 
품종이 약 60%, 국내 육성 품종 ‘Shiny Gold’ 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YFMC, 2014). 

프리지아는 구근을 통한 영양번식작물로 토양 생육 중 

바이러스, 구근부패병 등에 감염되기 쉬워 점점 종구가 퇴

화되어 꽃의 품질이 떨어지므로 매년 일정량의 구근을 대

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1999

년부터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에 강한 프리지아 품종 육성 

연구를 시작 하여, 2014년까지 절화용 프리지아 ‘Shiny 
Gold’, ‘Gold Rich’, ‘Bolero’, ‘Pretty Woman’ 등을 비롯

하여 분화용 프리지아 ‘Tiny Gold’, ‘Shy Smile’ 등 총 37품

종이 개발되어 있으며(Lim et al. 2004; Jeong et al. 

2010; Cho et al., 2008; Cho et al. 2011, Rhee et al, 

2012; Choi et al., 2013), 이 중 30품종을  2003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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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4 2006 2007 - 2011 2012

Generation Crossing Seedling (F1V0) V2-V5 V6

     Teresa

     x 06C3-21 Shiny Bell
(Wonkyo C3-50)

     Rossini

No. of Lines 97 1 1

Procedure Artificial Crossing and selection Evakyatuib Trials Naming

Fig. 1. Pedigree diagram of a new freesia cultivar, ‘Shiny Belle’

6.5% (Cho, 20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38%

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40%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국내에서 개발된 프리지아 품종은 주로 졸업시즌에 알

맞은 조생종 품종이었으나 최근 이용 폭이 넓어지면서 품

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절화 수확기 노동력 분산을 위해 

중만생종 프리지아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흰

색 프리지아는 ‘Pure Angel’, ‘White Snow’, ‘GraceGirl’ 
및 ’Jumbo White’가 개발되어 있으나 외국산 품종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국내 재배환경에 잘 적응하고 바이러

스와 구근부패병에 강한 백색 겹꽃 품종을 육성하여 재배

농가에 보다 쉽게 고품질 절화 재배가 가능하고 또한 구근 

수입량을 대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육성품종 

‘Shiny Bell’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997년부터 재배농가 및 육종회사를 통하여 수집 및 국

내 육성 프리지아 유전자원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리온

실 및 가온 하우스에서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

(RDA, 2003)과 작물별 신품종의 출원 및 심사를 위한 특성

조사기준(KSVS, 1997)에 따라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교

배는 2004년 초세가 강한 흰색 반겹꽃 중생종 품종 

‘Teresa’를 모본으로 이용하고 초세가 강한 빨강색 겹꽃 품

종인 ‘Rossini’품종을 부본으로 이용하여 교배하였다. 교배 

후 종자 수확, 저장 및 파종은 Cho 등 (2012)에 따라 실시하

였으며 파종 7개월 후 첫 꽃이 핀 후 우수개체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개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특

성검정을 통해 안정성, 균일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근증

식력은 Cho 등 (2013)년에 따라 조사하였고, 2012년 우수

선발계통으로 ‘원교C3-50’ 계통번호를 부여 받아 3차 특성

검정을 실시하여 안정성, 균일성에 대한 연차별 재현성 그

리고 생산자 및 소비자 기호성을 평가 받았다. 소비자 기호

성은 연구원, 화훼 디자이너, 농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 및 육성 품종, 계통의 프리지아에 대해 블라

인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원교C3-50’은 2012년에 직무

육성품종심의회를 거쳐 ‘Shiny Bell’로 명명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육성경위

2004년 2월에 ‘Teresa’에 ‘Rossini’를 교배하여 얻은 종

자를 2004년 9월 중순에 5×5 cm 간격으로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내 온실에 직파하였으며, 파종 7개월 후 화색이 선

명하고 겹꽃인 우수개체를 1차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우수

개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생육 및 수량특

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안정성, 균일성 및 병 저항성, 구

근 증식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2012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hiny Bell’로 명명되었

다. 품종의 육성 과정은 Fig. 1과 같다.

2. 주요특성

‘Shiny Bell’의 생육 및 개화특성은 국내에서 재배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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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 freesia ‘Shiny Bell’.

Cultivar Flower colorz Flower type Flower center Fragrancey

Shiny Bell White (W155C) Double No Mild

Teresa White (W155C) Semi-double No Mild
zRHS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r chart.
ySensory test.

Table 2.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Shiny Bell’.

Cultivar
Days to 

flowering
Plant height

(cm) 
Yield 

(cuttings/plant)
Stalk length

(cm)
No. of 

Floret/Stalk
Flower width

(mm)

Shiny Bell 143.3±6.4z 109.3±4.5 7.3±3.5 8.5±2.1 11.3±3.0 5.8±0.7

Teresa 136.3±4.0 85.0±10.5 4.3±1.5 9.3±0.7 12.3±1.5 5.4±0.6
zValues are mean ± S.E.

Table 3. Corm productivities and preference of ‘Shiny Bell’.

Cultivar No. of Cormel/Plant Preferencez

Dancing Flame 7.1±1.0y 3.9±0.98

Red Lace 6.0±1.1 3.1±0.99
zPreference evaluation was taken at a flower show held at NIHHS for consumers in 2012. Poor 1, Intermediate 3, Excellent 5.
yValues are mean ± S.E.

   

Fig. 2. The flower of new freesia variety ‘Shiny Belle’.

통 되고 있으며 모본으로 이용된 흰색 반겹꽃 품종 ‘Teresa’
를 대비품종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Shiny Bell’은 정식 후 

첫 꽃의 개화까지의 기간이 약 135일 정도 소요되어 대조품

종인 ‘Teresa’보다 개화소요일수가 7일정도 느리다.  ‘Shiny 
Bell’는 대비품종 ‘Teresa’와 같은 RHS color chart W155C

의 백색 겹꽃 프리지아 품종으로 내부반점은 없고 향기는 

중간이다(Table 1, Fig. 2).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10 - 2012년까지 3년에 걸친 수량특성 조사 결과, 초장

이 109.3cm, 대비품종 ‘Teresa’에 85cm에 비해 초장이 길

고, 분지수 7.3개로 대비품종 4.3개에 비해 절화량이 많아 

절화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Table 2). ‘Shiny Bell’의 소

화수, 화수장 및 화폭이 각각 11.3개, 8.5 cm, 5.8 cm이며 

대비품종은 각각 12.3개, 9.3 cm, 5.4 cm의 중형화이다. 

‘Shiny Bell’의 자구번식력은 4.0배이며 소비자 기호도는 

3.9로 대비품종 ‘Teresa’ 3.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able 3). 프리지아 ‘Shiny Bell’의 재배관리는 Cho 등 

(2013)에 따른다. 2014년 현재 국내유통 프리지아의 약 

80%가 노랑색 품종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품종이 

다양화 되면서 우아한 화색의 흰색 프리지아 품종이 결혼

식을 비롯한 축하 선물용 등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플로

리스트나 화훼전문가들을 통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내에서 흰색 프리지아 품종은 거의 외국품종 유통

되고 있어 국내 품종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주년생산을 위

해 ‘Shiny Bell’의 보통재배 이외의 11-12월 수확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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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성 및 3-4월 수확을 위한 억제 재배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3. 유용성

2013년 3월 25일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 출원번호: 출원2013-230)하였고, 2013년 국립

종자원 서부지원에서 재배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10일 종

자산업법 제 55조에 따라 프리지아 신품종 ‘Shiny Bell’으
로 품종보호 등록(품종보호 등록번호: 제 5054 호)되었다. 

‘Shiny Bell’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종묘분양은 하늘

화훼종묘에서 가능하다.

IV. 결 론 

프리지아 ‘Shiny Bell’은 2004년 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

원에서 흰색 반겹꽃 ‘Teresa’ 품종과 적색 겹꽃 ’Rossini’ 
품종을 교배하여 획득한 종자로부터 2006년 직립성이 좋고 

초세가 강한 흰색 다화성 겹꽃 프리지아 06-21 계통을 개

체 선발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근 증식 및 1-2

차 생육특성검정을 수행하고, 2012년에 원교C3-50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3차 특성검정 및 기호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절화장이 길고 직립성이 강한 겹꽃품종으로 화색 및 

화형에 대한 기호도가 좋고, 초세가 강한 계통으로 그 우수

성이 인정되어 2012년에 직무육성품종심의회를 거쳐 

‘Shiny Bell’로 명명하고 품종을 출원 중에 있다. ‘Shiny 
Bell’의 생육 및 개화특성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흰색 

반겹꽃 품종 ‘Teresa’를 대비품종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Shiny Bell’은 RHS color chart W155C의 백색 겹꽃 프리

지아 품종으로 초장이 109.3cm (대비품종, 85), 분지수 7.3

개(4.3), 소화수는 11.3개(12.3), 화폭이 5.8cm(5.4)로 대비

품종 ‘Teresa’에 비해 절화장이 길고, 절화량이 많으며, 꽃

이 큰 장점이 있다. 개화소요 일수는 143.3일로 대비품종 

(136.3)보다 7일 정도 늦고 자구번식력은 4.0배 (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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