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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need to breed and distribute domestic varieties of Lilium Asiatic hybrids because most of 

the lily bulbs cultivated in Korea are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The Lilium Asiatic ‘Butter 

Pixie’, ‘Mona’ and ‘Tiny Bee’ varieties collected in 2000 had been self-pollinated from 2002 to 

2014. In 2016, Lilium Asiatic ‘Bright Yellow LiA’ was developed as an F1 hybrid whose cultivar 

was generated by crossing ‘L2-17-4’ and ‘L2-32-5’. It was obtained by 6th generation self-fertilization 

of the combination ‘Mona’ x ‘Butter Pixie’ for the maternal line and 7th generation self-fertilization 

of ‘Tiny Bee’ for the paternal line. ‘Bright Yellow LiA’ was assessed for homogeneity using a 

regional adaptability test, and was shown to be preferred by consumers from 2016 to 2018. ‘Bright 

Yellow LiA’ flowers are yellow and bowl-shaped with a few brown spots. The number of flowers 

per plant was 4.8, which was relatively more flowers than other cultivars, and the flower diameter 

was small at 12.7cm. The flower inflorescence was racemose, while the attitude of the longitudinal 

axis was erect. The plant height was 39.2 cm with 32.9 leaves per plant and 7.5 cm in leaf length. 

‘Bright Yellow LiA’ showed a high preference for gardens because it had a longer flowering period, 

smaller flower diameter, shorter plant height, and thicker stem than those of the control, ‘Tiny Bee’. 

Moreover, this cultivar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produce and propagate by seeds since 

the parents are a pure line.

Additional key words: crossing, number of flowers, plant height, preference, self-fertilization

서 언

나리는 백합의 순 우리말로 원예적으로 오리엔탈 나리(Lilium Oriental Hybrids), 아시아틱 나리

(Lilium Asiatic Hybrids) 및 나팔나리(Lilium longiflorum Thunb.)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

리는 참나리, 하늘나리, 말나리, 땅나리, 솔나리 등 약 10종, 7변종이 있다(Leslie, 1982; Le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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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국내에서 육성되어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나리 품종은 213개이지만 대부분이 절화용이다. 분화용 아시아틱 나리 

품종으로 ‘예리’(Rhee et al., 2010), ‘오렌지송’(Lee et al., 2013), ‘Red LiASong’, ‘Bicolor LiASong’ 등 30여 품종이 개발

되었지만, 보급면에서는 일부 품종이 구근 증식 중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 나리 품종 개발은 생산 기간 단축, 화색 및 화형의 다양성, 환경 적응성, 수명, 내병성, 내한성 등에 관련된 형질

을 개량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Kang et al., 2013; Lee et al., 2013). 현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정원용 식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분화용으로 개발되어 보급되는 품종이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육성된 분화용 아시아틱 나리 품종은 30여 년 전부터 Matrix Series, Pixi Series에 이어 Tiny Series 등 30

여 개가 육성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품종은 분화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화단용으로 이용하였을 때 우리

나라의 겨울의 최저온도(1월, ‑ 10°C 정도)를 견디는 품종(‘Golden Matrix’, ‘Tiny Bee’ 등)이 있는가 하면 저온을 이기지 못

하고 동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개발된 분화용 나리 품종은 국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우

리 환경에 맞고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형질을 보유한 국내 품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원용 나리 품종은 우리나라의 계절 환경에 잘 적응이 되면서 생육 특성이 비슷한 다양한 화색의 Series 품종을 육성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정원에 여러가지 화색을 조화롭게 장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특성의 형질이 다양하

게 조합된 Series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Natenapit et al., 2010; Song et al., 2015). 아시아틱

나리는 다른 나리 종과의 종간잡종품종 육성이 가능하고(Islam et al., 2020) 비교적 종자 형성이 잘되는 경향이 있어 순계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순계가 종자번식이 가능하다면 무병구를 양성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조직배양 없이 나

리의 구근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품종은 형질 발현의 재현성이 보장되어 지금까지와는 크게 차별화 된 품종이 될 수 

있다(Song,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정원용 나리 재배품종에서 자식을 거듭하여 순계를 양성한 후, 이들 순계 간 일대 교잡을 

하여 종자 번식이 가능하고 조합 능력이 우수한 노란색의 아시아틱 나리를 선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정원용 아시아틱 나리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시판되는 나리 품종인 ‘Mona’, ‘Butter Pixie’와 ‘Tiny Bee’를 

수집하였다. 수집 품종으로 순계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계(L2-17-4)는 ‘Mona’와 ‘Butter Pixie’의 교배 조합에서, 부계

(L2-32-5)는 ‘Tiny Bee’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 수정을 실시하여 2년에 한 차례씩 세대 진전시켰다. 매 세대마다 채

종된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 및 개화 조사를 바탕으로 형질의 분산 및 균일성을 조사하였다. 2014년에 모계 ‘L2-17(S6)’와 부계 

‘L2-32(S7)’를 선발하고 잡종 1세대인 교배조합 ‘L2-17-4’×‘L2-32-5’을 채종하였다. 

교배조합의 생육 및 개화 조사를 위하여 종자는 2014년 12월 10일에 한국농수산대학 실험온실에서 피트모스 혼합 상토

(Sunshine #4, SunGro Co., Canada)를 사용하여 200립씩 플라스틱 파종상자(40 × 60 × 15cm)에 파종하였으며, 야간온도를 

15°C로 유지하였다. 파종 60일 후 본엽이 2 ‑ 3개 형성된 균일한 묘를 32공 트레이(27 × 53 × 6cm)에 가식하였고, 정식은 2015

년 9월 20일에 18cm 원형 플라스틱 화분에 1주씩 식재하였다. 정식한 교배조합의 생육 및 개화 특성의 조사는 첫 꽃이 피는 

2016년 5월 말에 실시하였다. 육묘 및 정식에 사용한 배양토에는 완효성 비료(Osmocote, Scotts Co., 15+11+13+2MgO+TE)

를 0.2% 혼합하였으며 정식 후 개화 전까지는 두상관수를 실시하였고, 개화가 시작 되는 5월부터는 꽃과 종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저면 관수를 하였다. 

선발 교배조합의 균일성 및 현지 환경적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종에 의한 개화구를 2016년 8월 중순에 수확하여 저온저

장(5 ± 1°C, 8주)한 다음에 구근 둘레가 16cm 되는 것을 선별하여 2016년 10월에 25일에 플라스틱 구근상자(40 × 60 × 25cm)

에 15cm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선발 품종이 정원용임을 착안하여 정식한 구근은 노지에 월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구근의 동사

방지를 위하여 11월 5일에 짚으로 피복하였고, 5월말에 생육 및 개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2년동안 교배조합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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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inbred line Crossing Selection of cultivar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4)
F1

 (2016 ‑ 2018)

Mona × 

Butter 

pixie

L2-17 ⓧ-

L2-17-4(S6)┌ 1 

└ 15 ┘

┌ 1-

└ 10

┌ 1-

└ 8

┌ 2-

└ 7

┌ 2-

└ 5

┌ 2-

└ 4

- 4

× ‘Bright Yellow LiA’F1 S1 S2 S3 S4 S5 S6

L2-32 ⓧ-
┌ 1 

└ 10 ┘

┌ 1-

└ 9

┌ 2-

└ 8

┌ 3-

└ 7

┌ 5-

└ 7

- 5 - 5

L2-32-5(S7)

S1 S2 S3 S4 S5 S6 S7

Fig. 1. Pedigree diagram of Lilium Asiatic ‘Bright Yellow LiA’ as an F1 hybrid.

및 개화 특성을 조사하고 현지 환경적응성을 검정한 결과 정원용 품종으로서 가치가 있다 판단하여 ‘Bright Yellow LiA’로 명

명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하였다(Fig. 1). 

육성 품종인 ‘Bright Yellow LiA’와 대조품종인 ‘Tiny Bee’의 특성은 국립종자원의 나리 품종특성조사기준(KSVS, 2011)

에 의거하여 첫 꽃이 피었을 때에 하였다. 개화 특성에서 화색은 영국산 Color Chart(Royal Horticultural Society, Fifth 

edition)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개화 시기는 첫 꽃이 개화한 날로 하였다. 화경은 꽃의 직경이며, 꽃의 길이는 꽃목에서 꽃

잎 끝까지의 길이고 화수는 첫 꽃 개화 시 봉오리의 수까지 측정하였다. 생육 특성의 초장은 지제부부터 포엽이 형성된 줄기의 

끝부분까지의 길이이고, 줄기색은 식물체 중간의 주된 색을 위주로 나누었으며, 엽수는 식물체 전체의 잎의 수이며, 엽장과 엽

폭은 식물체의 하단에서 10번째 잎의 길이와 폭이다. 선호도는 2017년 품평회를 통하여 1(낮음)부터 5(높음)까지 5단계로 나

누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가수정을 통하여 순계화된 노란색 계통의 생육 및 개화 특성 조사는 육성 품종의 특성 조사와 같이 실시하였다. 계통의 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은 화색의 균일도는 계통별로 50개의 개체를 조사하여 화색의 변이 정도를 조사하였다. 개화소요일

수는 파종일부터 개화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였다. 세대별로 30개체를 조사하여 측정치를 SAS pac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계통의 균일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잡종강세 분석에서는 교배 조합의 우수 교배친 대비 잡종강세는(일대잡종조합 

평균값 ‑ 모계와 부계 중 높은 값)/ 모계와 부계 중 높은 값×100 계산식을 이용하였다(Alam et al., 2004). 

결과 및 고찰 

육성 경위

정원용 아시아틱 나리 ‘Bright Yellow LiA’의 모계(L2-17-4)는 ‘Mona’와 ‘Butter Pixie’의 교배조합을 6차례 자가수정(S6)

하여 선발하였고, 부계(L2-32-5)는 ‘Tiny Bee’를 7차례 자가수정(S7)하여 선발하였다. 매 세대마다 채종된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 및 개화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형질의 분산 및 균일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수정을 실시하

여 2년에 한차례씩 세대 진전시켰다. 2014년에 자가 수정한 계통 중에서 종자 형성이 잘 되면서 생육 및 개화 형질이 균일한 노

랑색 모계 ‘L2-17(S6)’와 부계 ‘L2-32(S7)’를 선발하고 이들 잡종 1세대인 교배조합 ‘L5-14-41’(‘L2-17-4’×‘L2-32-5’)을 선발

하였다(Fig. 1). 선발된 교배조합 ‘L5-14-41’(모계 ‘L2-17-4’과 부계 ‘L2-32-5’과 교잡)은 노지에서 생장의 균일성 검정 및 지

역적응성을 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검정을 완료하고 2017년 품평회를 거쳐 ‘Bright Yellow LiA’라고 명명하여 국립종자원에 

정원용 나리 신품종으로 2020년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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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ering difference of the maternal line by preceding generations.

Table 1. Flowering characteristics of Lilium Asiatic ‘Bright Yellow LiA’ as an F1 hybrid
z

Cultivar Flower color Flowering time
Flower diameter 

(cm)
No. of flowers

Outer petal length 

(cm)
Preference y

Bright Yellow LiA Yellow (10C) May 25 12.7 ± 2.1
x

4.8 ± 0.6 8.2 ± 1.2 4.7 ± 0.5

Tiny Bee (control) Yellow (3B) May 30 14.5 ± 1.8 4.3 ± 0.3 8.7 ± 1.7 4.1 ± 0.2

z
The bulb circumference was 16 cm and planted in the field on Oct. 25th.
y
Consumer’s preference 1 ‑ 5; poor:1, intermediate:3, excellent:5.

x
Mean ± SD of 30 plants.

모·부본의 주요 특성

정원용 아시아틱나리 ‘Bright Yellow LiA’의 모계(L2-17-4)는 ‘Mona’와 ‘Butter Pixie’를 교배한 F1을 6차례 자가 수정하

여 초장이 25.4cm이고 엽수는 24.7개이며 화색은 연한 노란색이며 화수는 3.1개이다. ‘Mona’와 ‘Butter Pixie’를 교배한 F1의 

초장 62.7cm, 화수 5.4개에 비하여 초장과 화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이들의 균일도를 알 수 있는 분산은 자가수정이 진행

될수록 감소하였다(Table 3 and Fig. 2). ‘Tiny Bee’를 7차례 자가수정한 부계(L2-32-5)의 초장, 엽수, 화색, 화수는 각각

23.9cm, 20.1개, 노란색, 2.8개였다. 모계와 같이 자가 수정이 진행될수록 초장과 화수 및 화색의 분산이 감소하였다(Table 4 

and Fig. 3). 나리 품종이 유전적으로 매우 잡박하여 형질의 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식 6-7세대에서 화색과 

같은 질적 특성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자식 세대를 진전할수록 형질의 분산이 적어져 특성이 대부분 고정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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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ering difference of the paternal line by preceding generations.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Lilium Asiatic ‘Bright Yellow LiA’ as an F1 hybrid

Cultivar Plant height (cm) Stem color No. of leaves/plant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Bright Yellow LiA 39.2 ± 3.1
z

Red 32.9 ± 4.5 7.5 ± 1.3 1.5 ± 0.3

Tiny Bee (control) 43.4 ± 3.6 Green 30.8 ± 5.2 12.3 ± 1.0 1.6 ± 0.3
z
Mean ± SD of 30 plants.

Table 3. Variance of plant height or flower number of the maternal line by preceding generations

Generation
Plant

height (cm)
Variance

No. of

flowers/plant
Variance

Uniformity of 

flower color (%)

Mona x Butter Pixie (F1) 62.7 ± 7.1
z

45.40 5.4 ± 1.2 5.43 35

S1 57.1 ± 6.4 41.31 5.0 ± 1.1 4.12 59

S2 51.4 ± 5.4 33.52 4.7 ± 0.8 3.45 73

S3 45.6 ± 4.3 26.19 4.2 ± 0.9 2.79 81

S4 37.3 ± 3.5 18.78 3.7 ± 0.7 2.10 90

S5 30.9 ± 2.8 10.43 3.3 ± 0.8 1.51 95

L2-17-4(S6) 25.4 ± 2.3 4.97 3.1 ± 0.5 0.85 96
z
Mean ± SD of 30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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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nce of plant height or flower number of the paternal line by preceding generations

Generation
Plant

height (cm)
Variance

No. of

flowers/plant
Variance

Uniformity of flower 

color (%)

Tiny Bee (F1) 41.5 ± 2.3
z

1.36 4.8 ± 0.7 0.25 -

S1 39.9 ± 5.1 33.49 4.5 ± 1.5 3.32 31

S2 34.1 ± 4.6 20.11 4.1 ± 1.0 2.06 52

S3 31.3 ± 3.3 12.90 3.8 ± 0.8 1.12 79

S4 28.8 ± 3.7 7.88 3.4 ± 0.8 1.10 86

S5 26.4 ± 2.1 4.12 3.2 ± 0.8 0.82 90

S6 25.1 ± 2.5 3.35 3.1 ± 0.5 0.50 93

L2-32-5(S7) 23.9 ± 2.1 2.29 2.8 ± 0.3 0.39 99
z
Mean ± SD of 30 plants.

Table 5. Heterosis of flowering, growth and seed ripening of the parents as selfed-lines

Line Flower color
No. of flowers

/plant

Days to 

flowering

Plant height 

(cm)

No. of leaf

/plant

No. of seeds

/capsule

‘Bright Yellow LiA’

L2-17-4(S6) x L2-32-5(S7)
Yellow (10C) 4.8 ± 0.6

z
212 39.2 ± 3.1 32.9 ± 4.5 90.4 ± 25.1

L2-17-4(S6) Yellow (4C) 3.1 ± 0.5 197 25.4 ± 2.3 24.7 ± 3.8 47.1 ± 13.1

L2-32-5(S7) Yellow (2B) 2.8 ± 0.3 195 23.9 ± 2.1 20.1 ± 2.4 35.5 ± 9.5

Heterosis (%) 54.8 7.6 53.5 33.2 91.9

z
Mean ± SD of 30 plants.

정원용 아시아틱나리 일대잡종인 ‘Bright Yellow LiA’의 주요 특성

정원용 아시아틱 나리 일대잡종인 ‘Bright Yellow LiA’는 꽃잎 부위는 밝은 노란색이며 사발모양의 홑꽃으로 꽃잎에 약한 

반점이 있고 색은 갈색이다. 식물체당 개화수가 4.8개로 중간 정도이며, 화경은 12.7cm이고 꽃잎의 길이는 8.2cm이었다. 꽃

차례 형태는 총상꽃차례이고 개화는 상향이고, 향기는 없었다. 개화기는 10월 25일에 노지에 식재하였을 경우 5월 25일이었

다(Table 1). 초장, 엽수, 엽장, 엽폭은 각각 39.2cm, 32.9개, 7.5cm, 1.5cm였다(Table 2). 지역에서의 내한성은 2년간의 노지

재배로 검정하였으며 양친을 교배하였을 경우 협당 종자량이 90개 정도로 채종이 되어 종자번식이 가능하였다(Fig. 5). 이와 

같이 화경이 작고 초장이 짧으며 줄기가 강건하여 관상 가치를 기준으로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4.7로 높게 나왔다. 

자식 계통 간 교잡으로 얻은 일대잡종인 ‘Bright Yellow LiA’의 잡종강세는 엽수 33.2%, 초장 53.5%, 화수 54.8%, 협당 채종

량은 91.9%로 양친에 비하여 높은 잡종강세를 나타내었다(Tables 4, 5 and Fig. 4). 유전적으로 복잡한 구성을 갖는 화훼 작물

을 자식에 의하여 동형접합체를 선발하고(Song and Bang, 2001; Song, 2005; Song et al., 2015) 이들간에 교잡에 의해 잡종

강세 품종을 개발한 결과(Song, 2008; Acquaah, 2012; Song et al., 2019)와 같이, 나리에 있어서도 자식을 통해 계통을 선발

하고 이를 이용한 교잡으로 목표 형질을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배상 유의점

아시아틱나리 재배 시 구근을 화단에 재배할 경우 저온처리가 완료된 구근은 3월에 15cm 간격으로 식재하고 저온처리가 안

된 구근은 10월에 식재하여 자연 저온처리가 되도록 한다. 10월에 식재하는 구근의 경우 12 ‑ 1월 사이 동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지상부를 피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 식물로 인하여 빛이 차단되는 경우 초장이 길어지고 초세가 약해지므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식재하도록 한다. 병해충 관리 방법은 여름철 고온 다습조건에서 잎마름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고시된 약제로 

미리 방제해 주는 것이 좋다. 진딧물은 배양토 조제 시 고시된 입제를 함께 혼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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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Flowering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 (A) and paternal (B) line and its hybrid ‘Bright Yellow LiA’.

A B

C D

Fig. 5. Seed production and nursery process of the new hybrid ‘Bright Yellow LiA’.  A: Crossing, B : Seed harvest, C : Sowing 
and germination, D : Nursery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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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정원용 아시아틱나리 ‘Bright Yellow LiA’는 종자 산업법에 따라 2018년 국립종자원에 신품종보호출원을 하여 2020년 1

월에 품종보호등록(품종보호 등록 번호 : 제 7992호)이 완료되었다. 국내 보급을 위하여 종자 및 구근을 증식하고 있으며 아시

아틱나리 ‘Bright Yellow LiA’에 대한 통상 실시권 및 종묘 분양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가능하다.

초 록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나리 구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원용 

아시아틱 나리 유전자원 ‘Butter Pixie’, ‘Mona’와 ‘Tiny Bee’를 2000년에 수집하여 2014년까지 모계(L2-17-4)는 ‘Mona’와 

‘Butter Pixie’의 교배 조합을 6차례 자가수정(S6)하여 선발하였고, 부계(L2-32-5)는 ‘Tiny Bee’를 7차례 자가수정(S7)하여 선

발하였다. ‘Bright Yellow Li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육 및 개화의 균일도 및 노지재배를 통한 지역적응성을 검정하

였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정원용 아시아틱 나리 일대잡종 ‘Bright Yellow LiA’은 사발 모양의 노란색 홑꽃으로 반점

이 적고 반점의 색은 갈색이다. 식물체당 개화수가 4.8개로 많은 편이었으며, 화경이 12.7cm로 작고 꽃차례 형태는 총상꽃차

례로 개화 방향은 상향이었다. 초장, 엽수, 엽장, 엽폭은 각각 39.2cm, 32.9개, 7.5cm, 1.5cm였다. 일대 잡종 ‘Bright Yellow 

LiA’은 대조품종인 ‘Tiny Bee’보다 화경은 작으나 초장이 짧고 줄기가 강건하며 노지 재배가 가능하므로 정원용으로 선호도

가 우수하였다. 또한 이 품종은 양친을 순계화하여 육성하였기 때문에 종자번식과 품종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추가 주요어 : 교배, 화수, 초장, 선호도, 자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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