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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axonomic study of Apiaceae Lindl. in Korea

Kyeong Hee Kim

Dept. of Biolog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piaceae is a highly variable and taxonomically difficult 

family consisting of approximately 3,600 species, 450 genera.  

Most genera and species within the family show very 

complicated patterns of morphological variation.  To elucidate the 

taxonomic identities and interspecific relationships of Korean 

taxa in this family, major morphological and anatomical 

characters and five chloroplast DNA sequences including matK, 

rbcL, atpF-atpH, psbK-psbI and psbA-trnH were examined.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studies of morphological and 

anatomical characters reveal that the morphology of leaves, 

inflorescences, the number of bracts, shape and size of petals, 

shape of stylopodium, shape, structure and surface of fruits 

(shizocarp and mericarps), and number of vittae are useful in 

delimiting taxon boundaries in the family.  Five chloroplast DNA 

sequences from 82 taxa representing 35 genera were examined 

to infer phylogenetic relationships among the taxa within the 

family.  Every sequence data were analyzed both separat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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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The tree obtained from neighbor-joining(NJ) analysis 

of the five chloroplast DNA sequences reveals that Korean 

Apiaceae is comprised of three subfamilies(Hydrocotyloideae, 

Saniculoideae and Apioideae).  In the NJ tree, four tribes and 

four clades of subfamily Apioideae were recognized in Korea; 

tribes Careae, Scandiceae (subtribes Scandicinae, Daucinae, 

Torilidinae), Bupleureae, Oenanthe, and  clades Angelica, Apium, 

Heracleum, and Pimpinella.  By analyzing the five cpDNA 

sequence, the DNA barcode of Apiaceae in Korea was developed.  

The degree of species resolution for individual barcode regions 

ranged from 55%(rbcL) to 82.5%(matK). The degree of species 

resolution was significantly enhanced in multiregion combinations 

of the five barcode regions.  Of the 26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five regions, a combination of the five cpDNA regions is the 

best option for barcoding of the Korean Apiaceae (96.2%).  In 

addition, a taxonomic study of the Korean members of Apiaceae 

was conducted, and the descriptions of all the taxa and keys to 

the genera, species, and varieti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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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나리과[Apiaceae Juss. (Umbelliferae Lindl., nom. alt.)]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5속 3700종을 포함한다 (Constance, 1971; 

Cronquist, 1981; Heywood, 1993; Pimenov and Leonov, 1993).  

본 과 식물은 주로 일년생, 이년생 및 다년생 초본으로, 개 우상복엽 

또는 3출복엽인 잎, 단산형 또는 복산형화서, 5수성인 꽃, 2실인 자방, 

실당 1개씩 발달하는 배주, 성숙 시 2개의 분과(mericarp)로 갈라지는 

건성의 분열과(schizocarp)를 갖는 특징에 의해 다른 과 식물들과 뚜렷

이 구분된다 (Hiroe, 1979; Theobald, 1971; Bobrov et al., 1950).  

미나리과 분류군들은 아프리카 북부 열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특히 북반구의 온 지역에 다수 생육한다 (Mathias, 1965; 

Pimenov and Leonov, 1993; Spalik et al., 2004; Sheh et al., 

2005; Heywood et al., 2007).  

    미나리과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및 열매 등 거의 전체에 아세틸

렌 화합물(acetylenic compounds), 쿠마린(coumarins), 사포닌

(saponins), 트리터핀(triterpenes) 등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 및 항

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화합물을 다량 함유하여 약용으로 널

리 사용되어 왔다 (Bohlmann, 1971; Harborne, 1971; Hegnauer, 

1971; Singh and Handa, 1995; Ҫoruh et al., 2007; Hasim et al., 

2014).  또한, Apium graveolens L.(셀러리), Coriandrum sativum 

L.(고수), Cuminum cyminum L.(쿠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 (Hoffm.) Arcang.(당근), 및 Petroselinum crispum (Mill.) 

Fuss(파슬리) 등은 식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부 분류군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독초로 분류되기도 하며, 유

라시아 및 북아메리카에 분포하는 Cicuta virosa L.(독미나리)는 뿌리에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cicutoxin 및 cicutoxinin을 다량 함유하고, 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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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역이 원산이며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 유입되어 자라는 Heracleum 

mantegazzianum Sommier & Levier은 전체에 furocoumarin 유도체

를 함유하고 있어 유액이 피부에 닿으면 식물광선피부염(phyto- 

photodermatitis)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나리과는 Jussieu(1783)에 의해 Umbelliferae로 최초로 기재되

었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과내 분류체계가 제안되었다 

(Koch, 1824; Candolle, 1830; Bentham, 1867; Drude, 1898; 

Koso-Poljansky, 1916; Cerceau-Larrival, 1962; Plunkett and 

Downie, 1999).  Drude(1898)는 미나리과 분류군 중 내과피가 목질

화되며, 분과병 및 유관이 없는 분류군을 subfam. Hydrocotyloideae

(피막이아과), 내과피에 유조직이 있고, 과피가 인편으로 덮여있으며, 유

관이 흔히 흔적적이거나 없고, 화서가 단산형화서 또는 두상화서인 분류

군을 subfam. Saniculoideae(참반디아과), 내과피에 유조직이 있으며, 

분과병이 둘로 갈리고, 유관이 뚜렷하며, 화서가 복산형화서인 분류군을 

subfam. Apioideae(미나리아과)로 분류하여, 본 과를 총 3아과 16족으

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Drude는 미나리과 식물 중 주로 유럽산 분류군

을 근거로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본 과 주요 식별형질의 변이 

양상 및 유연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각 아과의 한계 설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Cerceau-Larrival, 1962; 

Cronquist, 1982; Heywood, 1986; Shneyer et al., 1992; Plunkett 

et al., 1996a, b).  

    이후, Koso-Poljansky(1916)는 유관의 개수 및 분과 표면의 특징 

등을 근거로 본 과를 2아과(subfam. Hydrocotyloideae 및 subfam. 

Ligusticoideae)로 구분하였고, subfam. Ligusticoideae에 subfam. 

Saniculoideae와 subfam. Apioideae을 통합하여 다시 5족으로 세분하

였으며, Cerceau-Larrival(1962)은 분과의 형태형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엽의 형태 및 화분의 특징만을 근거로 본 과를 2개의 분류군 집

단으로 구분하고(Lign Cotyl donnaire L 및 Lign e Cotyl d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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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들을 다시 5족으로 세분하였으나, 과 전체의 형질진화의 관점에서 

본 분류군 집단들의 분류학적 타당성에 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Plunkett et al., 1996b).

    한편, 최근들어 미나리과 분류군간 계통적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한 

분자계통학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Nicolas and 

Plunkett(2009)은 subfam. Hydrocotyloideae의 42속 중 40속을 상

으로 엽록체 DNA rpl16 및 trnD-trnT 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subfam. Hydrocotyloideae가 다계통군인 것을 밝혔고, 특히 

Hydrocotyle속 및 Neosciadium속 분류군들이 미나리과의 자매군인 두

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는 분류군들과 함께 유집되고, 

Homalosciadium속 및 Platysace속은 계통수 상에서 미나리과의 기저

에 유집되었으며, 이들은 subfam. Hydrocotyloideae가 아닌 독립된 분

계군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alvi o et al.(2006, 2007, 2008)은 subfam. 

Saniculoideae를 상으로, 엽록체 DNA trnQ-trnK 구간을 이용하여 

속간 유연관계 및 아과의 한계에 한 계통학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

며, Downie and Katz-Downie(1996), Plunkett et al.(1996a, 

1996b), Downie et al.(1996, 1998, 2001) 및 Plunkett and 

Downie(1999) 등은 subfam. Apioideae의 아과의 분류체계를 정립하

기 위한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Downie et al.(2001)은 

subfam. Apioideae의 23속을 상으로 엽록체 DNA rpl16, rps16 및 

핵 DNA ITS 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본 아과내에 단일계통군을 

형성하는 10개의 족을 새로이 정의하였으나, 일부 속에 해서는 분류

학적 위치를 규명하지 못하고 이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 해서는 일부 속에 해서만 주로 연구

가 이루어져왔으며, 최 등(1996)은 한반도 자생 Bupleurum속, Cho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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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8)은 Dystaenia속에 해 핵DNA ITS 구간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 등(2000)은 Ostericum속에 해 핵DNA ITS 구간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한반도에는 최  34속 75종의 미나리과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있다(Nakai, 1914; 정, 1957; 박, 1974; 이, 1980; 이, 1996; 

이와 윤, 2007).  한반도산 본 과 분류군들은 모두 초본으로, 최남단인 

제주도(마라도; 북위 35도)에서부터 함경북도(북위 42도)까지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한다.  이들은 주로 산지의 양지바른 곳 또는 숲 속의 그

늘지고 습한 곳에 생육하나, Angelica japonica(갯강활), Cnidium 

japonicum(갯사상자) 및 Peucedanum japonicum(갯기름나물) 등은 염

분이 높은 해안가에 생육하고, Bupleurum euphorbioides(등 시호) 및 

Ligusticum tachiroei(개회향)등은 해발 고도 약 1400 m 이상인 고산

의 산 정상 부근에 자라는 등 서식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일부 속은 다양한 서식 환경 및 지역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의 형태 변이를 나타내며, 일부 분류군들 사이에 

다양한 중간형들이 나타나 그 분류학적 타당성, 한계 및 계급 설정 등에 

있어 학자간에 견해 차이가 심하다.  예를 들어, Nakai(1909)는 ‘왜당

귀’를 배늑에 좁은 날개가 발달하고, 측늑에 넓은 날개가 발달하며, 종

자의 복면이 편평한 특징을 근거로, Ligusticum acutilobum Siebold & 

Zucc.(왜당귀)로 인식하였으나, 이(1996)와 이(2007)는 측늑의 날개가 

넓고 건막질인 특징을 근거로 Angelica속으로 전이하여 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로 인식하였다.  또한, Nakai(1919)가 한반

도에 분포하는 개체를 기준으로 처음 기재한 Angelica tenuissima 

Nakai(고본)를 이(1980)는 Ligusticum속으로 인식하여 L. 

tenuissimum (Nakai) Kitag.로 처리하는 등 한반도산 Angelica속 및  

Ligusticum속 분류군의 위치에 해 학자들간 이견이 있어왔다 (Table 

1).  한편, ‘큰참나물’의 경우, 정(1957) 및 이(1980)은 측늑의 너비

가 분과의 너비의 약 2배인 Ostericum속으로 인식하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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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tilingia (H. Boissieu) Kitag.로 처리하였으나, 이(1996)는 

Ligusticum melanotilingia (H. Boissieu) Kitag.로 인식하였고, 윤

(2001) 및 이와 윤(2007)은 측늑 및 배늑의 날개가 막질이고, 파상으

로 신장한다는 특징을 근거로 Cymopterus melanotilingia (H. 

Boissieu) C. Y. Yoon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와 김(2008)은 비 칭으로 

발달하는 분과의 형태적 특징 및 핵 DNA ITS 염기서열을 근거로 

Halosciastrum melanotilingia (H. Boissieu) Pimenov & Tikhomirov

로 인식하여 그 분류학적 실체와 각 속의 한계에 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DNA 바코드에 의한 생물종 동정 기술은 Herbert et 

al.(2003)에 의해 동물군을 상으로 최초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후 다양한 관속 식물을 상으로 DNA 바코드 염기서열을 이용한 종 판

별 분석이 시도되고있다 (Chase et al., 2005; Lahaye et al., 2008; 

Shneyer, 2009; Wiel et al., 2009; Wang et al., 2010; 

Hollinsworth, 2011; Gu et al., 2011; Ni et al., 2012; Theodoridis 

et al., 2012).  DNA 바코드를 이용한 종 판별 기술은 특히 미나리과와 

같이 외부 형태형질에 변이가 많이 나타나 동정이 어려운 분류군에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미성숙 개체 또는 부분 재료만 가지고도 종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NA 바코드(분자 표지인자) 

염기서열을 이용해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전체를 동정 및 분류 할 수 

있는 DNA 바코드 개발 연구는 아직 전혀 시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본 과에 누적되어 있는 분류학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산 본 과 식물의 타당성 있는 분

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을 상으로 한 비교

형태 연구 및 엽록체 DNA 5개 구간 (matK, rbcL, atpF-atpH, 

psbK-psbI 및 psbA-trnH)의 염기서열을 분석을 통해 한반도산 미나

리과 전체의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1) 미나리과 식물의 분류학

적 식별 형질을 재검토하고, 2) 형태적 변이 양상과 폭을 정확히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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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분류군의 타당성 및 한계를 정확히 규명하며, 3) 한반도산 미나리

과 식물의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이를 이용한 

바코드 분석을 통하여 종을 명확히 동정∙분류하고, 4) 또한 계통분석을 

수행하여 각 분류군간의 유연관계를 밝히며, 5) 이를 토 로 한반도산 

미나리과의 타당성있는 분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systems of genus Ligusticum and related 

taxa proposed by various authors. 

Nakai (1919) 정 (1957) 이 (1980) 이 (1996) 이 (2007)

Ligusticum 
acutilobum 

Ligusticum 
acutilobum

왜당귀

Ligusticum 
acutilobum

Angelica acutiloba Angelica acutiloba

Ligusticum 
mulifidum

Angelica 
tenuissima

고본

Angelica 
tenuissima

Ligusticum 
tenuissimum

Angelica 
tenuissima

- - Ligusticum 
 hultenii
기름당귀

Ligusticum 
 hultenii

Ligusticum 
 hultenii

Selinum 
melanotilingia

Ostericum 
melanotilingia 

큰참나물

Ostericum 
melanotilingia

Ligusticum 
melanotilingia

Cymopterus 
melanotilingia

Cnidium tachiroei Cnidium tachiroei
개회향
(≡Tilingia 

tachiroei)

Cnidium tachiroei Tilingia tachiroei Ligusticum 
tachiro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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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과(Umbelliferae)는 Jussieu(1783)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

으며, 총포편 및 소총포편의 유무에 따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

다.  Jussieu(1783)은 미나리과 식물 85속에 하여 1)총포편 및 소총

포편이 없는 속(12속), 2) 총포편은 없으며, 소총포편은 있는 속(14속), 

3) 총포편 및 소총포편이 모두 있는 속(52속), 및 4) 총포 및 소총포편

의 유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속(7속)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

며, 각 그룹 내에서 다시 열매 및 종자(배유)의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다수의 소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abel 2).    

    Hoffmann(1814, 1816)은 총포편 및 소총포편의 유무가 아닌 생식

기관의 형태에 주목하였으며, 화판, 화주판, 열매의 접합면 및 분과병의 

형태 이외에도 열매의 형태와 관련된 모든 형질에 해 형태학적으로 세

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열매의 유관의 특징을 미나리과의 가장 

중요한 분류학적 식별형질로서 최초로 정의하였고, 미나리과를 총 60속

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리한 미나리과의 분류체계에는 

Eryngium속 및 Hydrocotyle속이 포함되지 않아 그 타당성에 한 논

란이 있었다 (Gasca, 1821, 1826).

    Koch(1824)는 본 과를 여러 외부 형태형질 중 특히 열매의 형태를 

기준으로 과내 분류체계를 정리하였다.  그는 열매의 늑의 개수를 기준

으로 미나리과를 두 개의 집단(Multiiugatae 및 Pauciiugatae)으로 구

분하였고, 열매의 형태, 열매의 납작한 정도, 늑 및 유관의 형태를 기준

으로 총 15족(tribes)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또한, 열매(종자 또

는 배유)의 복면의 형태, 배면 및 복면의 상 적인 넓이, 늑의 개수 및 

배면의 유관의 개수로 본 과의 분류군들을 식별하였다 (Spalik et al., 

2001).  

    Candolle(1830)은 Koch(1824)가 제시한 분류체계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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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분류체계를 제안하였으며, 미나리과를 종자의 배유(albumen)

의 형태에 따라 3개의 분류군 집단(suborders Orthospermae, 

Campylospermae, 및 Coelospermae)으로 구분하고, 총 16족 107속을 

인식하였다 (Table 2).  

    이후, Lindley(1836)는 본 과의 이름을‘Apiaceae’로 처음 공표

하였다.  그는 Candolle(1830)이 제안한 미나리과 내의 3개 분류군 집

단(suborders)을 그 로 인정하였으며, suborder Orthospermae에 12

족 139속, suborder Campylospermae에 4족 43속, suborder 

Coelospermae에 1족 1속 등 총 17족 186속을 인식하였다 (Table 2).  

Tausch (1834)는 Candolle이 미나리과를 종자(배유)의 형태를 기준으

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미나리과 분류군들을 성숙 

시 2개의 심피 중 몇 개가 발달하는지를 기준으로 두 분류군 집단

(Mericarpae 및 Monocarpae)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여러 학자들이 미나리과와 

Araliaceae를 통합하였다 (Reichenbach, 1828; Baillon, 1867; 

Calestani, 1905).  Reichenbach(1828)은 미나리과에 Araliaceae와 

포도과(Vitaceae)를 통합하였으며, 미나리과 내에‘subfamily B’로 분

류한 집단에는 각각 subfamies Saniculoideae, Hydrocotyloideae 및 

Araliaceae에 속하는 분류군들을 함께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Baillon(1867)은 Adanson(1763)이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Araliaceae의 tribe Aralieae(두릅나무족)을 미나리과에 포함시켰으며, 

Calestani(1905)는 미나리과 내에 미나리과와 Araliaceae 분류군을 모

두 포함하는 총 4개의 아과(subfamilies Aralineae, Eryngineae, 

Lagoecineae 및 Ferulineae)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Bentham(1867)은 본 과에 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Table 2).  그는 화서, 열매의 유관의 유무, 2차늑의 유무

를 기준으로 3개의 분류군 집단(series Heterosciadiae, Haplozyg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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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iplozygiae)을 제안하고, Koch(1824)와 Candolle(1830)이 설정

했던 족 및 속 체계를 거의 그 로 인정하여 총 9개의 족, 153개 속을 

정리하였다 (Table 2).  9족 중 개 단산형화서를 가지고, 늑간 아래

에 유관이 없는 특징을 가진 3족 (tribes Hydrocotyleae, Mulineae, 

및 Saniculeae)을  series Heterosciadiae로, 나머지 분류군들을 2차늑

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각 series Haplozygiae 및 Diplozygiae로 정리

하였다.  Rompel(1895)은 미나리과 열매의 과피에 분포하는 있는 옥살

산칼슘 결정(calcium oxalate crystal)의 유무 및 분포 양상에 따라 본 

과를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Hydrocotyle-Type, Sanicula-Type, 

Scandix-Type).  

    그 후 Drude(1898)는 Rompel(1895)이 주장한, 과피에 분포하는 

옥살산칼슘 결정의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과를 구분하였고, 

Koch(1824) 및 Candolle(1830)이 강조했던 배유의 형태, 및 

Bentham(1867)이 강조한 화서의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족 및 속을 

구분하여, 3개 아과 체계(subfams. Hydrocotyloideae, Saniculoideae, 

Apioideae)를 정립하였으며 (Table 2), 그의 분류체계는 최근까지 가

장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다.  특히, Drude(1898)는 Candolle 

(1830)이 설정했던 미나리과의 분류군 집단중 하나인 subord. 

Orthospermae(12족 139속)를 3개 아과(subfamies Saniculoideae, 

Hydrocotyloideae 및 Apioideae)로 분리하였으며, subord. 

Campylospermae(4족; tribes Elaeoselineae, Scandicineae, 

Caucalineae 및 Smyrneae) 및 subord. Coelospermae(1족; tribe 

Coriandreae)을 모두 미나리아과(subfam. Apioideae)에 포함시켰다 

(Table 2).  또한, 그가 정의한 subfam. Hydrocotyloideae의 2족

(tribes Hydrocotyleae 및 Mulineae) 중에서 tribe Hydrocotyleae은 

다시 subtribes Hydrocotylinae 및 Xanthosiinae으로, tribe Mulineae

은 다시 subtribes Bowlesiinae, Azorellinae 및 Asteriscinae으로 나

누었다 (Table 2).  Drude (1830)의 분류학적 처리에서 sub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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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culoideae는 성숙 시 화서당 결실한 꽃의 개수와 열매의 유관의 뚜

렷한 정도 (distinctness)에 의해 2개의 족(tribes Saniculeae 및 

Lagoecieae)으로 나뉘었고, subfam. Apioideae는 주로 분과의 날개의 

너비 및 배유의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8개의 족 (tribes Ammineae, 

Peucedaneae, Dauceae, Echinophoreae, Laserpitieae, Scandicineae, 

Smyrnieae, 및 Coriandreae)으로 나뉘었다 (Table 2).  이 중 tribe 

Ammineae은 2개의 아족 (subtribes Carinae 및 Seselinae)으로, 

tribe Peucedaneae은 3개의 아족 (subtribes Angelicinae, Ferulinae 

및 Tordyliinae)으로 나뉘었으며, tirbe Laserpitieae은 3개의 아족 

(subtribes Silerinae, Thapsiinae 및 Elaeoselinae)으로, tribe 

Scandicineae은 2개의 아족 (subtribes Scandicinae 및 Caucalinae)으

로 나뉘었다 (Table 2). 

    그러나, 이후 Koso-Poljansky(1916)은 본 과의 분류체계를 

Drude와 달리 2개의 아과 (subfamilies Hydrocotyloideae, 

Ligusicoideae)로 구분하고 Rompel(1865)이 주장한 과피의 옥살산 칼

슘 결정의 분포양상과 더불어, 분과의 유관의 수 및 후막조직

(sclerenchyma)과 통기조직(aerenchyma)의 특징을 바탕으로 subfam. 

Ligusticoideae를 5개의 분류군 집단(legions)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또한, Cerceau-Larrival(1962)는 화분(pollen)의 형태, 자엽

(cotyledons)의 형태 및 종류, 화서 및 열매의 형태를 근거로 본 과를 

5개의 아과 (subfamilies Bupleuroideae, Endressioideae, 

Azorelloideae, Eryngiooideae, 및 Apioideae)로 구분하였고, 

Guyot(1966)은 기공의 형태 및 유형을 바탕으로 Cerceau- 

Larrival(1962)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Table 2). 

    최근 Pimenov and Leonov(1993)는 전반적으로 Drude(1898)의 

과내 분류체계를 따라, subfamies Saniculoideae, Hydrocotyloideae 

및 Apioideae 등 3아과와 subfam. Hydrocotyloideae의 2족, subfam. 

Saniculoideae의 2족, 및 subfam. Apioideae의 12족을 모두 그 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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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Table 2).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본 과 식물의 계통적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

한 분자진화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Plunkett et al. 

(1999)는 엽록체 DNA rpoC1 intron, matK 구간 및 핵 DNA ITS 구

간을 이용하여 subfam. Apioideae의 주요 6개 lineage와 그들간의 유

연관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Downie et al.(1996, 2010) 핵 

DNA ITS 구간을 이용하여 subfam. Apioideae의 주요 clade의 한계 

및 유연관계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Calvi o et al.(2007, 

2008)은 엽록체 DNA trnQ-trnK 구간을 이용하여 subfam. 

Saniculoideae의 속간 유연관계 및 아과의 한계에 한 계통학적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Nicolas and Plunkett(2009)은 plastid DNA 염

기서열(rpl16 및 trnD-trnT 구간)을 이용하여 subfam. 

Hydrocotyloideae의 계통적 위치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40속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subfam. Hydrocotyloideae는 다계통성

(polyphyletic)이며 일부 속은 분자계통학적으로 Apiaceae에, 또 다른 

일부 속은 자매군인 Araliaceae에 속하는 것을 밝혔고, 일부 속은 계통

수 상에서 Araliaceae와 Apiaceae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Downie et al.(2000)은 Scandiceae족에 해 핵 DNA ITS 구간

을, Downie et al.(2008)은 Oenantheae족의 해 핵 DNA ITS 구간 

및 엽록체 DNA psbI-trnK 구간을 이용하여 각 그룹의 한계 및 계통에 

해 연구한 바 있으며, Jum nez-Mej as and Vargas(2015)는 핵 

DNA ITS 구간 및 엽록체 DNA rps16 구간을 이용하여 Apieae족의 

한계를 재설정하는 등 족 수준에서도 계통학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한편, 본과 식물이 분포하는 지역들에서 단편적인 연구들이 수행되

었으며, 중국산 분류군에 해서는 Sheh et al.(2005), 일본산 분류군

에 해서는 Hiroe and Constance(1958), 러시아산 분류군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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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obrov et al.(1950), 남아프리카산 분류군에 해서는 Wyk et 

al.(2013) 등이 있다.  그러나, Hiroe and Constance(1958)가 

Peucedanum속으로 인식한 분류군 (P. cartilaginomarginatum)이 

Sheh et al.(2005)에서는 Angelica속 (A. cartilaginomarginata)로 인

식되고, Sheh et al.(2005), Hiroe and Constance(1958), Bobrov et 

al.(1950)이 Peucedanum속으로 인식한 분류군들이 Wyk et 

al.(2013)에서는 모두 여러 다른 속 분리되는 등, 본 과 식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식별형질의 중복현상(overlapping) 및 형태적 변이

(morphological variation)을 주목하지 못하여 분류군 해석에 많은 오

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이명들이 누적되었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 해서는 Nakai(1914)가 최초로 21속 

4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정(1957)이 Carlesia(돌방

풍속), Carum(서울개발나물속), Cicuta(독미나리속)을 언급하지 않고 

Torilis (사상자속), Daucus (당근속), Foeniculum (회향속), 

Ostericum(묏미나리속) 등 7속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Angelica(당귀

속) 식물은 Nakai가 보고한 8종에서 14종으로, Peucedanum(기름나물

속)은 Nakai가 보고한 3종에서 6종으로 추가 기재하는 등, 총 28속 69

종을 보고하였다. 

    박(1974)은 정(1957)이 보고한 분류군둘 중 Daucus (당근속), 

Foeniculum(회향속), Coriandrum(고수속), Coelopleurum(부전바디

속) 등 4속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Cicuta속 및 Tilingia(개회향속)을 추

가로 인식하여 총 23속 56종을 보고하였다.  이(1980)는 박(1974) 또

는 정(1957)이 인식하지 않은 Carlesia속 및 Pterygopleurum(≡

Carum, 서울개발나물속), Daucus(당근속), Foeniculum(회향속)이 한

반도에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phallerocarpus(무산상자속)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Tilingia속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Angelica속 

식물 11종, Cnidium속(천궁속) 식물 5종, Peucedanum속 식물 5종을 

인식하여 총 32속 65종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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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996)는 이(1980)가 보고한 한반도 자생 미나리과 목록에 박

(1974)이 보고하였던 Tilingia속과 Conioselinum(산천궁속)을 추가로 

기재하여 총 34속이 있다고 하였으며, Angelica속 식물 13종, 

Ligusticum속 3종, Bupleurum속 5종, Ostericum속 5종 등 총 75종을 

보고하여,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 한 연구로는 가장 많은 분류군을 

인식하였다.  이후, Lee and Yoon(2007)은 이전에 다른 학자들이 인

식했던 Coelopleurum속 및 Tilingia속를 인식하지 않았고, 

Cymopterus속(큰참나물속)을 추가로 기재하여 총 33속을 보고하였으

며, 이 중 Angelica속은 12종, Cnidium속은 4종, Peucedanum속은 4

종, Ostericum속은 3종으로 정리하는 등, 총 67종이 한반도에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 해 이루어진 계통연구로는, 김과 윤

(1990)이 한국산 Bupleurum속 식물에 하여 외부 형태 및 해부학적 

형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한반도에는 총 5분류군 (B. falcatum 

var. falcatum 시호, B. falcatum var. scorzonerifolium 참시호, B. 

longeradiatum var. longeradiatum 개시호, B. longeradiatum var. 

leveillei 좀시호 및 B. euphorbioides 등 시호)이 생육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후 최 등(1996)은 핵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이용하

여 김과 윤(1990)이 보고한 5분류군 중 B. longeradiatum var. 

leveillei를 제외한 4개 분류군의 염기서열 변이와 분류군간의 유연관계

에 해 연구하였으며, 이들 분류군들의 한반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선 등(1996)은 Dystaenia(섬바디속) 2종[D. takesimana; 섬바디, 

D. ibukiense (Y. Yabe) Kitag.]의 열매의 외부 형태학적 연구를 통하

여 한반도 울릉도 특산인 D. takesimana가 일본 특산인 D. ibukiense

로부터 분화된 종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Choi et al.(1998)은 위 두 종

의 핵DNA ITS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Dystaenia속의 단계통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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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등(2000)은 또한, 한국산 Ostericum 식물에 해 외부 형태학

적 연구 및 핵DNA ITS구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는 총 4

개 분류군 (O. grosseserratum; 신감채, O. sieboldii; 묏미나리, O. 

maximowiczii; 가는바디, O. melanotilingia; 큰참나물)이 생육하는 것

으로 정리하였다.  윤(2001)은 이후, 큰참나물에 하여 외부 형태학적 

연구를 통해 두 분과의 비 칭성과 늑의 발달 정도를 근거로 Ostericum

이 아닌 Cymopterus(큰참나물속)으로 처리하였으나, 구 와 김(2008)

은 큰참나물에 해 핵 DNA ITS구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Ostericum속 및 북아메리카산 Cymopterus속 분류군과 전혀 다른 분계

조를 형성하는 것을 밝히고, 그 근거로 본 분류군을 Halosciastrum속으

로 처리한 바있다.  

    김 등(2007)은 박(1974)에 의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생육하는 것으

로 보고된 마참나물의 분류학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형태 형

질 및 핵 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Tilingia속으로 처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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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systems of Apiaceae proposed by various 

authors. 

Jussieu
(1783)

Koch
(1824)

Candolle
(1830)

Bentham
(1867)

Drude
(1898)

Group I Multiugatae
  Tribe Siler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Silerineae

Series Diplozygiae
  Tribe Laserpitieae

Subfam. Apioideae
  Tribe Laserpitieae

Multiugatae
  Tribe Thapsi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Thapsieae

    Subtribe Silerinae

Subord. Campylospermae
  Tribe Elaeoselineae

    Subtribe Thapsiinae

    Subtribe Elaeoselinae

Pauciiugatae
  Tribe Smyrneae

Subord. Campylospermae
  Tribe Smyrneae

Subfam. Apioideae
  Tribe Smyrnieae

Group II Pauciiugatae
  Tribe Amm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Ammineae

Series Haplozygiae
  Tribe Ammineae

Subfam. Apioideae
  Tribe Ammineae

Multiugatae
  Tribe Cum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Cumineae

    Subtribe Carinae

Pauciiugate
  Tribe Sel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Seselineae

Series Haplozygiae
  Tribe Seselineae

    Subtribe Seselinae

Pauciiugatae
  Tribe Peuceda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Peucedaneae

Series Haplozygiae
  Tribe Peucedaneae

Subfam. Apioideae
  Tribe Peucedaneae

Pauciiugatae
  Tribe Angelic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Angeliceae

    Subtribe Angelicinae

Pauciiugatae
  Tribe Tordyl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Tordylineae

    Subtribe Tordyliinae

    Subtribe Ferulinae
  

Multiugatae
  Tribe Daucin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Daucineae -

Subfam. Apioideae
  Tribe Dauceae

- -
 

Series Haplozygiae
  Tribe Echinophoreae

Subfam. Apioideae
  Tribe Echinophoreae

Pauciiugatae
  Tribe Scandicineae

Subord. Campylospermae
  Tribe Scandicinae

Series Diplozygiae 
  Tribe Caucalineae

Subfam. Apioideae
  Tribe Scandicineae

Multiugatae
  Tribe Caucalineae

Subord. Campylospermae
  Tribe Caucalineae

    Subtribe Scandicinae
    Subtribe Caucalinae

Multiugatae
  Tribe Coriandreae

Subord. Coelospermae
  Tribe Coriandreae

Subfam. Apioideae
  Tribe Coriandreae

Group III Pauciiugatae
  Tribe Saniculeae

Subord. Orthospermae
  Tribe. Saniculeae

Subfam. Saniculoideae
  Tribe Saniculeae

Group IV Subfam. Saniculoideae
  Tribe Lagoecieae

Pauciiugatae
 Tribe Hydrocotylineae

Subrod. Orthospermae
  Tribe Hydrocotyleae

Series Heterosciadiae
  Tribe Hydrocotyle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Hydrocotyleae
    Subtribe Hydrocotylinae
    Subtribe Xanthosiinae

Subord. Orthospermae
  Tribe Mulineae

Series Heterosciadiae
  Tribe Muline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Mulineae
    Subtribe Bowlesiinae
    Subtribe Azorellinae
    Subtribe Asterisc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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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Koso-Poljansky
(1916)

Pimenov and Leonov
(1993)

Downie et al.
(2001)

- Subfam. Apioideae
  Tribe Laserpitieae

-

-

-

Subfam. Ligusticoideae
  Tribe Endotaeniae
    Subtribe Smyrnieae

Subfam. Apioideae
  Tribe Smyrnieae

Subfam. Apioideae
  Tribe Smyrnieae

  Tribe Pleurosperme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Gymnomestomeae

Subfam. Apioideae
  Tribe Apieae

Subfam. Apioideae
  Tribe Bupleureae

    Subtribe Careae
  Tribe Careae

  Tribe Heteromorpheae

  Tribe Oenanthe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Gymnomestomeae
    Subtribe Peucedaneae

Subfam. Apioideae
  Tribe Peucedaneae

Subfam. Apioideae
  Tribe Angeliceae

Subfam. Apioideae
  Tribe Tordylineae

Subfam. Apioideae
  Tribe Ferulin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Gymnomestomeae
    Subtribe Careae

Subfam. Apioideae
  Tribe Caucalideae

(Subfam. Apioideae
 Tribe Careae)

- Subfam. Apioideae
  Tribe Echinophoreae

Subfam. Apioideae
  Tribe Echinophore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Pachystereomeae

Subfam. Apioideae
  Tribe Scandicineae

Subfam. Apioideae
  Tribe Scandicineae

    Subtribe Scandicinae   Tribe Aciphylleae

 Subfam. Apioideae
   (Tribe Caucalide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Pachystereomeae
    Subtribe Scandicinae

Subfam. Apioideae
  Tribe Coriandreae

  Tribe Hohenackerieae

  Tribe Pyramidoptereae Subfam. Apioideae
  Tribe Pyramidoptereae

Subfam. Ligusticoideae
  Tribe Cyclocrystalleae
    Subtribe Saniculeae

Subfam. Saniculoideae
  Tribe Saniculeae

Subfam. Saniculoideae
  Tribe Lagoecie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Centelle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Hydrocotyleae
    Subtribe Hydrocotylinae
    Subtribe Xanthosiin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Azorelleae

Subfam. Hydrocotyloideae
  Tribe Mulineae
    Subtribe Bowlesiinae
    Subtribe Azorellinae
    Subtribe Asterisc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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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를 위한 재료로는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35속 79종 83분

류군을 채집 등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부분의 개체는 전국 각지

에서 채집되었으며, 북한 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의 경우 한반도 인접국

가인 극동 러시아 지역, 중국 동북부 지역 및 일본 등지에서 채집하였

다.  

    또한, 국내의 경우 서울 학교 식물표본관(SNU) 국립생물자원관 

표본관(KB), 국립수목원(KH), 강원 학교 식물표본관(KWNU), 난 아

열 산림연구소 표본관(WFRC)에 소장된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L.H. Bailey Hortorium (BH), Harvard University Herbarium 

(HUH), University of Tokyo Herbarium (TI)에서 여한 표본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 중에 채집한 개체들의 표본은 서울 학교 식물표본관 

(SNU)에 모두 확증 표본으로 소장하였다.

2. 방법

  1) 비교형태 연구

    비교형태 연구는 직접 채집한 개체들과 서울 학교 식물표본관

(SNU)에 소장된 표본들을 사용하여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부 상기한 

국내외 주요 표본관으로부터 여받은 표본들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기준표본 (type specimen)과 원기재문을 참조하여 각 분류

군으로 동정·분류한 후, 생육 습성, 줄기 및 뿌리의 형태, 잎의 형태 및 

크기, 엽선, 엽저 및 엽연의 형태, 엽병의 길이, 엽초의 형태 및 크기, 화

서의 형태 및 크기, 화경, 소산경 및 소화경의 길이, 총포편 및 소총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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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 및 크기, 꽃의 수, 화판의 형태 및 크기, 수술 및 화주의 길이, 

화주판의 형태 및 크기, 분열과의 형태 및 크기, 분과의 형태 및 크기, 

분과의 늑의 형태, 분과의 단면의 형태, 각 부위의 표면의 털의 유무 및 

분포 양상 등 영양 및 생식기관의 주요 식별형질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표본관찰용 실체현미경(Olympus SZ-STU1)으로 관찰하였으며, 필요

시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형질의 관찰 및 측정은 완전히 성숙한 개체의 표본으로부터 측정

하였으며, 부위에 따른 변이를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일 부위의 기

관으로부터 측정하였다.

  2) DNA 염기서열 분석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한 재료로는 한반도산 미나리과 35속 

79종 4 종하위 분류군 189개체와 외군 4종 4개체를 사용해 수행하였다 

(Table 3).  모든 재료는 채집조사 활동시 야외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채집한 후 이식, 재배한 개체로부터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외군으로는 

Plunkett et al. (1996, 1997)이 미나리과와 가장 유연관계가 깊은 것

으로 제안한 두릅나무과 식물 중 한반도에 자생하는 4종 [Aralia 

continentalis Kitag. 두릅나무;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팔손이; Hedera rhombea 송악; Tetrapanax papyriferus 

(Hook.) K.Koch 통탈목]을 선정하였으며, 직접 야외에서 채집하여 사

용하였다. 

    DNA 추출 및 정제: Total DNA는 생체에서 직접 채취하여 -70℃

에 냉동 보관한 잎 또는 silica gel로 건조한 잎으로부터 추출하였다.  



19

Table 3. Sources of samples used for cpDNA analysis.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Hydrocotyloideae

 Hydrocotyle

H. maritima kk1357 선피막이 Korea. Jeonnam, Wando-gun

H. ramiflora kk560 큰피막이 Korea. Jeju, Seogwipo-si

H. ramiflora kk574 큰피막이 Korea. Jeju, Seogwipo-si

H. sibthorpioides 2232 피막이 Korea. Jeju, Jeju-si

H. yabei kk551 제주피막이 Korea. Jeju, Seogwipo-si

H. yabei kk552 제주피막이 Korea. Jeju, Seogwipo-si 

 Centella

C. asiatica kk970 병풀 Korea. Jeju, Seogwipo-si

C. asiatica kk971 병풀 Korea. Jeju, Seogwipo-si

Subfam. Saniculoideae

 Sanicula

S. chinensis kk160 참반디 Korea. Gyeonggi, Pocheon-si

S. chinensis kk815 참반디 Russia. Primorsky Krai,

S. rubriflora PC093 붉은참반디 Russia. Primorsky Krai

S. rubriflora PC015 붉은참반디 Russia. Primorsky Krai

S. tuberculata kk700 애기참반디 Korea. Gyeongnam, Geoje-si

S. tuberculata kk1383 애기참반디 Korea. Jeonnam, Sinan-gun

S. tuberculata SHJ1406 애기참반디 Korea. Ganwon, Hongcheon-gun

Subfam. Apioideae

 Aegopodium

A. alpestre Umb1 왜방풍 Korea. Jeonbuk, Muju-gun

A. alpestre SHJ2 왜방풍 Korea. Ganwon, Jeongseon-gun

Subfam. Apioideae

 Angelica

A. acutiloba KCS1 왜당귀 Korea. Gyeongbuk, Pohang-si

A. acutiloba kk1355 왜당귀 Korea. Jeonnam, Gwangyang-si

A. amurensis 141-1 지리강활 Russia. Primorsky Krai 

A. amurensis kk926 지리강활 Russia. Primorsky Krai

A. anomala 3 개구릿대 Russia. Primorsky Krai 

A. anomala 55 개구릿대 Russia. Primorsky Krai

A. cartilaginomarginata kk3004 처녀바디 Korea. Chungnam

A. cartilaginomarginata kk283 처녀바디 Korea. Jeju, Jeju-si



20

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Angelica

A. czernaevia 54 왜천궁 Russia. Primorsky Krai

A. czernaevia kk896 잔잎바디 Russia. Primorsky Krai

A. czernaevia PC005 잔잎바디 Russia. Primorsky Krai

A. dahurica 14 구릿대 Russia. Primorsky Krai

A. dahurica 2146 구릿대 Korea. Jeju, Jeju-si 

A. dahurica kk1702 구릿대 Korea. Jeju, Jeju-si 

A. decursiva 88 바디나물 Russia. Primorsky Krai

A. decursiva 141-3 바디나물 Russia. Primorsky Krai

A. decursiva 51225 바디나물 Korea. Gangwon, Yanggu-gun

A. polymorpha 2486 궁궁이 Korea. Jeju, Jeju-si 

A. polymorpha kk1451 궁궁이 Korea. Jeju, Jeju-si 

A. polymorpha kk1452 궁궁이 Korea. Jeju, Jeju-si 

A. polymorpha MS7 궁궁이 Korea. Gyeonggi, Pocheon-si

A. genuflexa MS5 왜천궁 Korea. Gyeonggi, Pocheon-si

A. gigas 51214 참당귀 Korea. Gangwon, Yanggu-gun

A. gigas KTJ490 참당귀 Korea. Gangwon, Taebaek-si

A gigas TJ22 참당귀 Korea. Gangwon, Jinbu-myeon

A. jaluana kk882 삼수구릿대 Russia. Primorsky Krai

A. japonica 20120301-6 갯강활 Japan. Okinawa

A. japonica kk976 갯강활 Korea. Jeju, Seogwipo-si 

A. amurensis 51217 지리강활 Korea. Gangwon, Samcheok-si

A. amurensis SHJ2 지리강활 Korea. Gangwon, Yeongwol-gun

 Anthriscus

A. caucalis 20352 유럽전호 Korea. Jeju, Jeju-si 

A. caucalis SHJ1406 유럽전호 Korea. Gyeongbuk, Ulleung-gun

A. sylvestris 110615 전호 Korea. Gangwon, Taebaek-si

A. sylvestris KCS1 전호 Korea. Jeju, Seogwipo-si 

A. sylvestris KCS2 전호 Korea. Jeju, Seogwipo-si 

A. sylvestris KCS3 전호 Korea. Jeju, Seogwipo-si 

 Bupleurum

B. euphorbioides 2000-1352 등대시호 Korea. Gangwon, Sokcho-si

B. euphorbioides CTY693 등대시호 Korea. Gangwon, Sokch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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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Bupleurum

B. komarovianum kk731 시호 Korea. Gangwon, Yeongwol-gun

B. komarovianum kk732 시호 Korea. Gangwon, Yeongwol-gun

B. komarovianum 3138 시호 Russia. Primorsky Krai

B. scorzonerifolium 3128 참시호 Russia. Primorsky Krai

B. scorzonerifolium kk866 참시호 Russia. Primorsky Krai

B. latissimum KU1 섬시호 Korea. Gyeongbuk, Ulleung-gun

B. latissimum KimJ1 섬시호 Korea. Gyeongbuk, Ulleung-gun

B. longiradiatum

  var. longiradiatum kk325 개시호 Korea. Jeonbuk, Muju-gun

  var. longiradiatum KTJ467 개시호 Korea. Gangwon, Taebaek-si

  var. longiradiatum CTY690 개시호 Korea. Gangwon, Sokcho-si

  var. leveillei kk1391 좀시호 Korea. Jeju, Seogwipo-si

 Cicuta

C. virosa GS01 독미나리 Korea. Jeonbuk, Gunsan-si

C. virosa HS01 독미나리 Korea. Gangwon, Hoengseong

 Cnidium

C. dauricum kk849 사동미나리 Russia. Primorsky Krai

C. dauricum 120922 사동미나리 Russia. Primorsky Krai

C. japonicum 5037 갯사상자 Korea. Jeju, Seogwipo-si

C. japonicum 5118 갯사상자 Korea. Jeju, Seogwipo-si

C. monnieri Cni1 벌사상자 Korea. Gyeongbuk, Cheongsong

C. monnieri 141003 벌사상자 Korea. Gangwon, Jeongseon

C. officinale med11 천궁 Korea. Gyeonggi

C. officinale med12 천궁 Korea. Gyeonggi

 Conioselinum

C. camtsaticum SAK19 산천궁 Russia. Primorsky Krai

C. camtsaticum SHJ2 산천궁 Japan.

C. tenuissimum 3059 고본 Korea. Gangwon, Wonju-si

C. tenuissimum CTY689 고본 Korea. Gangwon, Inje-gun

 Coriandrum

C. sativum 1002883 고수 Korea. Jeju, Jeju-si

C. sativum 0713-33 고수 China. J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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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Cryptotaenia

C. japonica Gmul1-1 파드득나물 Korea. Jeju, Jeju-si

C. japonica kk1430 파드득나물 Korea. Gangwon, Jeongseon

 Cymopterus

C. melanotilingia kk787 큰참나물 Korea. Gangwon, Taebaek-si

C. melanotilingia kk918 큰참나물 Korea. Gangwon, Chuncheon-si

 Cyclospermum 

C. leptophyllum 28260 솔잎미나리 Korea. Jeju, Jeju-si

 Daucus

D. carota Dau5 당근 Korea. Jeju, Jeju-si

D. carota kk1370 당근 Korea. Jeonnam, Sinan-gun

 Dystaenia 

D. takesimana 87 섬바디 Korea. Gyeongbuk, Ulleung-gun

D. takesimana 97 섬바디 Korea. Gyeongbuk, Ulleung-gun

 Foeniculum 

F. vulgare 2005-0708 회향 Korea. Gyeongbuk, Ulleung-gun

F. vulgare KCS2 회향 Korea. Gyeongbuk, Pohang-si

 Glehnia 

G. littoralis kk929 갯방풍 Russia. Primorsky Krai

G. littoralis 20120229-22 갯방풍 Japan. Okinawa

G. littoralis 120624-36 갯방풍 Russia. Primorsky Krai

G. littoralis 126024-39 갯방풍 Russia. Primorsky Krai

 Heracleum

H. moellendorffii

var. moellendorffii 11083056 어수리 Korea. Gangwon, Wonju-si

var. moellendorffii SHJ1015 어수리 Korea. Gangwon, Yeongwol-gun

var. angustum kk1396 좁은잎어수리 Korea. Gangwon, Jeongseon-gun

 Libanotis

L. seseloides PC091 가는잎방풍 Russia. Primorsky Krai

L. coreana 970815 털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L. coreana Lee6 털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L. coreana Song s.n. 털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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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Libanotis

L. coreana kk869 털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Ligusticum

L. hultenii kk971 기름당귀 Russia. Primorsky Krai

L. hultenii 7-2 기름당귀 Japan. Hokkaido

L. hultenii 7-3 기름당귀 Japan. Hokkaido

L. tachiroei kk1386 개회향 Korea. Jeju, Seogwipo-si

L. tachiroei kk1870 개회향 Korea. Gyeongnam, Hapcheon

L. tsusimensis kk1871 대마참나물 Korea. Gyeongnam, Hapcheon

L. tsusimensis kk1876 대마참나물 Korea. Gyeongnam, Hapcheon

 Oenanthe

O. javanica 2160 미나리 Korea. Jeju, Seogwipo-si

O. javanica 3903 미나리 Korea. Jeju, Seogwipo-si

 Osmorhiza

O. aristata 22 긴사상자 Korea. Gangwon, Taebaek-si

O. aristata 4 긴사상자 Korea. Gyeongnam, Geoje-gun

 Ostericum

O. grosseserratum khl54-2 신감채 Korea. Gyeonggi, Pocheon-gun

O. maximowiczii kk1415 가는바디 Korea. Gangwon, Pyeongchang

O. maximowiczii PC051 가는바디 Russia. Primorsky Krai

O. sieboldii kk453 묏미나리 Korea. Gyeonggi, Namyangju-si

O. sieboldii kk454 묏미나리 Korea. Gyeonggi, Namyangju-si

O. sieboldii kk455 묏미나리 Korea. Gyeonggi, Namyangju-si

O. sieboldii 51 묏미나리 China. Jilin

O. sieboldii SUN6 묏미나리 China. Jilin

O. sieboldii kk615 묏미나리 Korea. Jeju, Seogwipo-si

O. sieboldii kk477 묏미나리 Korea. Chungbuk, Sangju-si

 Peucedanum

P. elegans 120623-11 가는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elegans 120623-76 가는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elegans 120623-10 가는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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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Peucedanum
P. hakuusanense kk1431 백운기름나물 Korea. Jeonnam, 

Gwangyang-si 
P. hakuusanense kk1432 백운기름나물 Korea. Jeonnam, 

Gwangyang-si
P. hakuusanense kk1433 백운기름나물 Korea. Jeonnam, 

Gwangyang-si 
P. hakuusanense kk1434 백운기름나물 Korea. Jeonnam, 

Gwangyang-si

P. japonicum

var. japonicum kk971 갯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var. japonicum kk1032 갯기름나물 Korea. Jeju, Seogwipo-si

var. japonicum kk1385 갯기름나물 Korea. Jeonnam, Sinan-gun

var. australe 130817 - Japan. Okinawa

var. latifolium 20120229-21 - Japan. Okinawa 

var. latifolium 20120229-22 - Japan. Okinawa

var. latifolium 20120229-23 - Japan. Okinawa

P. litorale 122 섬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litorale 157 섬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litorale kk918 섬기름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paishanense OPC89 두메방풍 China. Jilin 

P. paishanense OPC90 두메방풍 China. Jilin

P. paishanense OPC91 두메방풍 China. Jilin

P. terebinthaceum

 var. terebinthaceum kk413 기름나물 Korea. Gangwon, 
Chuncheon-si

 var. terebinthaceum kk441 기름나물 Korea. Gangwon, 
Chuncheon-si

 var. deltoideum kk296 산기름나물 Korea. Gyeonggi,  
Namyangju-si

 var. deltoideum OPC43 산기름나물 China. Jilin

 var. deltoideum OPC45 산기름나물 China. Jilin

P. chujaense Park et al. 1601 갈기기름나물 Korea. Jeju, Jeju-si

P. chujaense Park et al. 1606 갈기기름나물 Korea. Jeju, Jeju-si

P. chujaense Park et al. 1607 갈기기름나물 Korea. Jeju, Jeju-si

P. chujaense Park et al. 1608 갈기기름나물 Korea. Jeju, Je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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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Pimpinella

P. brachycarpa

var. brachycarpa 70-1 참나물 China. Jilin

var. brachycarpa kk67 참나물 Korea. Gangwon, Pyeongchang

var. uchiyamana kk69 그늘참나물 Korea. Gangwon, Pyeongchang

P. calycina kk831 큰산참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calycina kk833 큰산참나물 Russia. Primorsky Krai

P. hallaisanensis kk254 한라참나물 Korea. Jeju, Jeju-si

P. koreana kk235 가는참나물 Korea. Gyeonggi, Namyangju-si

 Pleurospermum 

P. camtsaticum 130 왜우산풀 Russia. Primorsky Krai

P. camtsaticum 43 왜우산풀 Russia. Primorsky Krai

 Pterygophyllum 

P. neurophyllum kk1443 서울개발나물 Korea. Gyeongnam, Yangsan-si

 Pternopetalum 

P. tanakae 130518 반디미나리 Korea. Jeju, Seogwipo-si

P. tanakae 3436 반디미나리 Korea. Jeju, Seogwipo-si

 Saposhnikovia 

S. divaricata 92 방풍 Russia. Primorsky Krai

S. divaricata s.n. 방풍 Russia. Primorsky Krai

 Sium

S. ninsi 2277 감자개발나물 Korea. Jeju, Seogwipo-si

S. ninsi SHJ 감자개발나물 Korea. Gyeonggi, Guri-si

S. ninsi BD1 감자개발나물 China. Jilin

S. suave Sun MG 
3142

개발나물 Mongolia.

S. suave kk2015-17 개발나물 Korea. Gangwon, Seonja-ryeong

S. suave kk2015-18 개발나물 Korea. Gangwon, Seonja-ryeong

S. ternifolium kk1410 세잎개발나물 Korea. Gangwon, Wonju-si

S. ternifolium kk1412 세잎개발나물 Korea. Gangwon, Wonju-si

 Sphallerocarpus 

S. gracilis SunMG3003 무산상자 Mongolia.

S. gracilis Roman1 무산상자 Russia. Primorsky K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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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xon Voucher Korean name Locality

Subfam. Apioideae

 Sillaphyton

S. podagraria 2-1100 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Samcheok-si

S. podagraria 2-1190 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Donghae-si

S. podagraria 2-1247 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Samcheok-si

S. podagraria 2-1851 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Samcheok-si

S. podagraria SHJ1017-1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Seokgae-jae

S. podagraria SHJ1017-2덕우기름나물 Korea. Gangwon, Seokgae-jae

 Torilis

T. japonica Lee1540 사상자 Korea. Gyeongbuk, Yeongju-si

T. japonica kk834 사상자 Russia. Primorky Krai

T. scabra SHJ0707 개사상자 Korea. Jeonnam

T. scabra kk1379 개사상자 Koera. Jeonnam, Geoje-gun

Araliaceae (OUT)

Aralia continentalis 69 두릅나무 Korea. Jeju, Seogwipo-si

Fatsia japonica kk1031 팔손이 Korea. Jeju, Seogwipo-si

Hedera japonica kk1043 송악 Korea. Jeju, Seogwipo-si

Tetrapanax papyriferus kk1041 통탈목 Korea. Jeju, Seogwipo-si

먼저 잎에서 엽병과 주맥을 제거한 다음 막자사발에 넣고 액체질소와 함

께 파쇄하여 분말로 만든 후,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Germany)을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재료의 양은 생체에서 채

취한 잎의 경우 50-100 mg, 건조된 잎의 경우 20-40 mg을 사용하였

으며, 모든 처리과정은 공급자의 manual (DNeasy Plant Mini 

Handbook 2017; Qiagen, Germany)을 따라 수행하였다.  추출한 

DNA는 그 일부를 1.0%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뒤 EtBr로 염색하

여 UV 조명하에서 marker와 형광의 밝기를 비교하여 농도를 확인하였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에 의한 증폭: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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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체 DNA의 coding 구간인 rbcL 및 matK와 non-coding 구간인 

trnH-psbA IGS, atpF-atpH IGS 및 psbK-psbI IGS 등 총 5개 구

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구간의 PCR 증폭을 위한 primer

의 염기서열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엽록체 DNA 구간(Table 5)

의 PCR 반응은 0.2 ml microcentrifuge tube에 정제된 template 

DNA 10-50 ng, 15 mM MgCl2가 포함된 10X PCR buffer 5 ㎕, 2 

mM dNTP 5 ㎕, 10 μM forward primer 1 ㎕, 10 μM reverse 

primer 1 ㎕, Taq polymerase 1-1.5 unit을 혼합한 다음 D.D.W.로 

Table 4.  PCR/sequencing primers for the five cpDNA regions 

examined this study.

Primer Direction Sequence (5'-3') Reference

Coding regions

rbcL
 

Z1 Forward ATGTCACCACAAACAGAAACTAAAG

CAAGT
Soltis et al. 
(1992)

rbcLaR Reverse GTAAAATCAAGTCCACCRCG Kress et al. 
(2009)

matK
 

matKR Forward ACCCAGTCCATCTGGAAATCTTGGT

TC
Kim KJ 

(pers. comm.)

matK3F Reverse CGTACAGTACTTTGGTGTTTACGAG Kim KJ 

(pers. comm.)

Non-coding regions

atpF-

atpH
 

atpF Forward ACTCGCACACACTCCCTTTCC Kim KJ 

(pers. comm.)

atpH Reverse GCTTTTATGGAAGCTTTAACAAT Kim KJ 

(pers. comm.)

psbK-

psbI
 

psbK Forward TTAGCCTTTGTTTGGCAAG Kim KJ 

(pers. comm.)

psbI Reverse AGAGTTTGAGAGTAAGCAT Kim KJ 

(pers. comm.)

psbA-
trnH
 

psbA Forward GTTATGCATGAACGTAATGCTC Sang et al. 
(1997)

trnH Reverse CGCGCATGGTGGATTCACAATCC Sang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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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피를 50 ㎕로 맞추어 수행하였으며, 모든 PCR 반응에는 

GeneAmp PCR System 2400, 9600 또는 Veriti 96-well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으며, 각 구간별 반응 

조건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염기서열 결정 (Sequencing): 반응 결과 얻어진 각 PCR product

에 남아있는 PCR primer, dNTP 잔기 및 잘못 생성된 single strand 

fragment를 제거하기 위해 PCR product 5 ㎕에, exonuclease I 0.2 

unit, shrimp alkaline phosphatase 2 unit을 첨가한 후 37℃에서 1 시

간, 72℃에서 15분간 처리하였다.  Sequencing은 PCR product를 ABI 

Prism BigDye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USA)으로 반응시킨 후 ABI Prism 373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모든 

처리과정은 공급자의 manual (BigDye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 protocol, 2010; Applied Biosystems, USA)을 따랐

다. Sequencing 반응에는 PCR에 사용한 동일한 primer를 그 로 사용

하였다 (Table 4).

    염기서열 정렬 및 분석:  Sequencing 결과 얻어진 각 구간의 염기서

열은 Sequencher program (ver. 5.1;  Gene-Codes Corporation, 

USA)을 사용하여 편집하였으며, 결정된 염기서열은 Clustal X program

(v. 1.81; Thompson et al., 1997)으로 1차 정렬한 후 Se-Al 

program (ver. 2.0a11; Rambaut, 2002)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최종적

으로 정렬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였다.  정렬된 각 구간의 염기서열은 

GenBank에서 이미 분석되어 있는 근연종들의 염기서열 정보와 비교하

여 상 구간이 올바르게 증폭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구간의 범위를 파

악하였다. 또한, PAUP* program(ver. 4.01b10a; Swofford, 2003)을 

사용하여, 각 구간의 Kimura's two-parameter(K2P) distance

(Kimura, 1980), indel의 유무 및 길이, G/C 비율 등의 염기서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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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CR cycling conditions for the five cpDNA regions 
examined in this study (35 cycles Denaturation-   
Annealing-Extension).

을 분석하였다. 

   Tree-based identification:  정렬된 엽록체 DNA 각 구간의 염기

서열 자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유합하여 

Neighbor joining (NJ) analysis (Saitou and Nei, 1987)로 계통수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상기 구간의 DNA 바코드로서의 해상능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NJ analysis는 각 구간의 정렬된 염기서열 자료로부터 

transition : transversion 비율을 2 : 1로 가정하여 K2P distance를 계

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PAUP* program 으로 NJ tree를 작성하였다. 각 

DNA 바코드 구간의 종식별 해상능(% species resolution)은 NJ 계통

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류군(종) 쌍이 NJ 계통수 상에서 0보다 

큰 branch length를 가지고 분리될 경우 식별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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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학적 처리 (Taxonomic treatment)

    상기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

물들의 학명 및 분류체계에 한 종합적인 수정연구(revisionary 

study)를 수행하였다.  외국의 주요 표본관으로부터 확보한 기준표본 및 

원기재 문헌 검토를 통하여 한반도산 미나리과 각 분류군에 정확한 학명

을 부여하고, 이명을 정리하였으며, 비교형태 연구 및 NJ analysis를 통

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각 분류군에 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재

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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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미나리과 식물의 외부 형태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35속 79종 5변종 3아종의 영양기관 및 생

식기관에 한 정성적 및 정량적 형질을 관찰·측정 하였으며, 일부 형질

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1) 습성

    미나리과 식물은 부분 일년생,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이나, 드

물게 줄기 기부가 목질화되는 아관목 또는 소교목 등의 다양한 생육습성

을 나타낸다.  본 과 식물 중 유일하게 방석식물(cusion plant)로 알려

진 Azorella selago Hook. f.는 다년생 초본으로, 남극 지역의 여러 섬

에 생육하고, 소교목인 Heteromorpha arborescens Cham. & Schltdl. 

및 Steganotaenia araliacea Hochst. 등은 키가 12 m 또는 그 이상까

지 자라며, 남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생육한다 (Wyk et al., 

2013).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덩굴성 식물인 

Pseudocarum eminii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및 우간다 지

역에만 분포한다 (Wyk et al., 2013).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은 모두 

초본이며, 일년생, 이년생 또는 다년생이고, 키는 약 0.1-2.5 m 정도이

다.

2) 분포 및 생육지

    미나리과 식물은 극지방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에 분포하며, 특히 

지중해 지역 및 북아메리카 륙의 온  지역에 다수 분포한다 

(Mathias, 1965).  미나리과의 3아과 중 가장 많은 분류군이 포함된 

subfam. Apioideae에는 약 404속 2900종이 있으며 (Pimenov and 

Leonov, 1993), 이들은 북반구의 지중해 연안, 유라시아 륙, 및 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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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 륙에 850여종, 남반구의 남아프리카 륙에 150여종 분포한

다 (Matiias, 1965).  Subfam. Apioideae의 Angelica L.(당귀속), 

Bupleurum L.(시호속), Conioselinum Fisch. ex Hoffm.(산천궁속) 및 

Heracleum L.(어수리속)의 일부 분류군(약 44분류군)은 북극 지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elou, 1994; Frenot et al., 1998; 

Elven, 2007).  Subfam. Saniculoideae에는 약 9속 320여종이 있으며

(Pimenov and Leonov, 1993), 이들은 북아메리카 륙에 80여종, 지

중해 연안에 약 75종이 분포하고, 특히 남아메리카 륙에는 subfam. 

Apioideae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70여종이 분포한다.  Subfam. 

Hydrocotyloideae에는 약 42속 490종이 있으며(Pimenov and 

Leonov, 1993), 주로 남반구에 분포하고,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에 약 190종, 오스트레일리아 륙 및 뉴질랜드에 100여종이 생육한다 

(Mathias, 1965)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은 주로 산지의 양지바른 곳, 숲 속의 그늘

지고 습한 곳 또는 숲 가장자리에 생육하나, 일부 분류군들은 염생식물

로 해안가 또는 석호 근처에 생육하거나, 습지식물로 연못이나 늪 등 수

분이 많은 지역 또는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에 생육하며, 드물게 해발 

약 800 m 이상의 고산에 생육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육한다.     

    바닷가의 모래땅 또는 암석지  등 염분이 많은 지역에 생육하는 분

류군은 Angelica속(당귀속)의 A. japonica A. Gray(갯강활), Cnidium

속(천궁속)의 C. japonicum Miq.(갯사상자), Glehnia속(갯방풍속)의 G. 

littoralis F. Schmidt ex Miq.(갯방풍), Peucedanum속(기름나물속)의 

P. japonicum Thunb. var. japonicum(갯기름나물) 및 P. litorale 

Vorosch. & Gorovoj (섬기름나물) 등 4속 5분류군이었다.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있으며, 내륙에 비해 염분이 약간 높은 지역 또는 석호

(lagoon) 근처에 생육하는 분류군은 Ligusticum속(기름당귀속)의 L. 

hultenii Fernald(기름당귀)로, 1속 1분류군이었다.



33

    저지  또는 고지 의 연못이나 늪 등 수분이 풍부한 지역 또는 물

이 흐르는 계곡 주변에 생육하는 분류군은 Angelica속의 A. 

maximowiczii (F. Schmidt) Kitag. var. maximowiczii(가는바디), A. 

reflexa B. Y. Lee(강활), Cicuta속 (독미나리속)의 C. virosa L. var. 

virosa(독미나리), var. stricta (가는잎독미나리), Oenanthe속 (미나리

속)의 O. javanica (Blume) DC. subsp. javanica(미나리), Ptery- 

gopleurum속(서울개발나물속)의 P. neurophyllum (Maxim.) Kitag.

(서울개발나물) 및 Sium속(개발나물속)의 S. ninsi L.(감자개발나물), 

S. suave Walter(개발나물) 등 5속 8분류군이 해당되었다.  물이 흐르

는 계곡 주변에 서식하는 분류군은 Angelica polymorpha Maxim.(궁궁

이)로, 1속 1분류군이었다.

    석회암 지 인 강원도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신기면, 충북 단양군, 

경북 봉화군 등에 생육하는 것으로 조사된 분류군은 한반도 특산속인 

Sillaphyton속(덕우기름나물속)의 S. podagraria (H. Boissieu) Pime 

nov(덕우기름나물)로, 1속 1분류군이었다.

    해발 약 800 m이상의 고산에 생육하는 분류군들 중 산 사면 또는 

산 정상 부근의 초지에 생육하는 분류군은 Bupleurum속의 B. 

euphorbioides Nakai(등 시호), B. longiradiatum Turcz. var. 

breviradiatum F. Schmidt(좀시호) 및 Pternopetalum tanakae 

(Franch. & Sav.) Hand.-Mazz.(반디미나리) 등 총 2속 3분류군이 해

당되었으며, 고산의 바위틈에 생육하는 분류군은 Ligusticum속의 L. 

tachiroei (Franch. & Sav.) M. Hiroe & Constance(개회향), L. 

tsusimense Y. Yabe( 마참나물) 및 Peucedanum속의 P. coreanum 

Nakai(두메기름나물) 등 총 2속 3분류군이 해당되었다.

3) 뿌리

    미나리과 식물의 뿌리는 주로 원뿌리로, 개 비후되고, 육질이며, 

간혹 목질화되기도 하고, 간혹 방추형으로 발달한다.  원뿌리는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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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생하는 경우가 있다.  수염뿌리는 줄기 끝에 모여 달리며, 간혹 줄

기 하부 마디에 달린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뿌리는 주로 원뿌리

로, 황갈색 내지 갈색, 연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방추형 또는 원주형이

고, 굵고 곧은 형태로 발달한다 (Fig. 1A).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

과 35속 중 24속 [Angelica속, Anthriscus속(전호속), Bupleurum속, 

Carlesia속(돌방풍속), Centella속(병풀속), Cnidium속, Conioselinum

속(산천궁속), Coriandrum속(고수속), Cyclospermum속 (솔잎미나리

속), Cymopterus속(큰참나물속), Daucus속 (당근속), Dystaenia속 

(섬바디속),  Foeniculum속 (회향속),  Glehnia속, Heracleum속, 

Libanotis속 (털기름나물속), Ligusticum속, Pternopetalum속 (반디미

나리속), Peucedanum속, Pleurospermum속 (왜우산풀속), Saposhni 

kovia속 (방풍속), Sillaphyton속, Sphallerocarpus속(무산상자속), 및 

Torilis속(사상자속)]에 포함되는 56 분류군이 원뿌리를 갖는다 (Figs. 

1A, 1B). 이들 중 지름이 1.5-2.5 cm로 비후되는 분류군은  Angelica 

anomala(개구릿 ), A. dahurica(구릿 ), A. gigas(당귀), A. 

japonica(갯강활), A. polymorpha(궁궁이), Heraleum moellendorffii 

var. moellendorffii(어수리), var. subbipinnatum(좁은잎어수리), Glehni 

a littralis(갯방풍), Libanotis seseloides(가는잎방풍), Peucedanum 

hakuunense (백운기름나물), P. japonicum var. japonicum (갯기름나

물), P. litorale(섬기름나물), P. paishanense (두메방풍), P. 

terebinthaceum var. terebinthaceum (기름나물), var. deltoideum 

(산기름나물), Saposhnikovia divaricata(방풍), 등 총 6속 15분류군이

며, 이 중 Angelica gigas의 경우 지름이 최  4 cm에 달한다.  원뿌리

가 육질화 되는 분류군은 Daucus속 3분류군 [D. carota  subspp. 

carota(산당근), sativus (당근), maritimus (선당근)]이다.  원뿌리는 

간혹 방추형으로 비후되어 줄기 끝에 총생하기도 하며, Osmorhiza 

aristata(긴사상자), Sium ninsi(감자개발나물) 등 2속 2분류군에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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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ve roots of Apiaceae. A. cylindrical taproot 

(Peucedanum terebinthaceum); B. thickened taproot; C. fibrous 

roots (Pimpinella brachycarpa var. brachycarpa); D. fibrous roots 

(Sium su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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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들의 수염뿌리는 주로 줄기의 끝에 모여 

달리며(Figs. 1C, 1D), 7속 [Aegopodium속(왜방풍속), Cicuta속(독미

나리속), Cryptotaenia속(파드득나물속), Hydrocotyle속(피막이속), 

Oenanthe속(미나리속), Ostericum속(묏미나리속), Pimpinella속(참나

물속), Sanicula속(참반디속),  Sium속(개발나물속)]에 포함되는 21분

류군이 줄기의 끝에 발달하는 수염뿌리를 가진다.  수염뿌리는 드물게 

줄기의 끝과 줄기 하부 마디에 발달하며, Cicuta virosa var. virosa(독

미나리), var. stricta(가는잎독미나리), Oenanthe javanica subsp. 

javanica(미나리), Sium suave(개발나물), S. ternifolium(세잎개발나

물) 등 총 3속 4분류군이 해당된다.

4) 줄기

    미나리과 식물의 줄기는 주로 직립하며, 간혹 포복성 또는 복와성이

고, 매우 드물게 줄기가 발달하지 않는다(Arctopus L.) (Wyk et al., 

2013).  줄기는 주로 초본성이나, 드물게 목질화 되기도 하며, 초본성인 

경우 체로 녹색이나, 간혹 하부가 자주색을 띠기도 하고, 표면에는 주

로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있거나 차있고, 간혹 어릴 때에 줄기가 

차 있다가 성숙 시 유조직(pith)이 붕괴되면서 줄기가 비는 경우가 있

다.  줄기의 단면은 주로 원형이며, 드물게 일부 분류군에서 각이 지기

도 한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줄기는 부분 직립하며, 간혹 비스듬히 

서거나 포복성 또는 드물게 복와성이다 (Fig. 2).  직립하는 줄기는 32

속 80분류군에서 나타나며, 그 높이는 최소 약 10 cm [Pternopetalum 

tanakae(반디미나리)]에서 약 2 m [Angelica dahurica(구릿 )]까지 

나타난다 (Fig. 2A).  줄기는 단면이 부분 원형이나, Libanotis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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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털기름나물), L. seseloides (가는잎방풍), Oenanathe javanica 

subsp. javanica (미나리), Pterygopleurum neurophyllum(서울개발나

물) 등 3속 4분류군의 경우, 단면이 4-6각이진다.  줄기 기부에는 근생

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Angalica속, 

Conioselinum속, Dystaenia속, Libanotis속, Ostericum속, 

Peucedanum속, Sillaphyton속 등 총 7속 29분류군이 해당되었다. 

    포복성 줄기는 subfam. Hydrocotyloideae의 Centella속(병풀속)의 

C. asiatica(병풀) 및 Hydrocotyle속 H. maritima(선피막이), H. 

nepalensis(큰잎피막이), H. ramiflora(큰피막이), H. sibthorpioides

(피막이), 및 H. yabei(제주피막이) 등 2속 6분류군에서 나타난다 

(Fig. 2B).  Centella asiatica는 원뿌리에서 줄기가 나며, 줄기가 땅 기

며, 상부로 갈수록 직립하는 복와성의 특징을 갖는 분류군은 subfam. 

Apioideae의 Cnidium japonicum(갯사상자) 및 Oenanthe javanica 

subsp. javanica(미나리)가 해당된다.   

    줄기는 표면이 주로 평활하나,  일부 분류군의 경우 기부 또는 전체

에 짧은 단모(short simple hairs)가 산생하며, Angelica속 A. 

anomala(갯구릿 ), A. dahurica(구릿 ), A. japonica(갯강활), 

Anthriscus속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 (전호), subsp. 

nemorosa (털전호), Cnidium속 C. monnieri (벌사상자), Cymopterus

속 C. melanotilingia (큰참나물), Daucus속 D. carota subsp. carota

(산당근), subsp. sativus(당근), subsp. maritimus (선당근), Glehnia

속 G. littoralis (갯방풍), Libanotis속 L. coreana (털기름나물), L. 

seseloides (가는잎방풍), Osmorhiza속 O. aristata (긴사상자), 

Ostericum속 O. sieboldii (묏미나리),  Pimpinella속 P. brachycarpa 

var. brachycarpa(참나물), var. uchiyamana(그늘참나물), Pleurosper 

mum속  P. uralense (왜우산풀), Sphallerocarpus속 S. gracilis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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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stems of Apiaceae. A. erect stem 

(Pimpinella hallaisanensis); B. creeping stem (Centella asi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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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자) 등 12속 19분류군이 해당되었고, 줄기 표면에 강모가 산생 내

지 밀생하는 분류군은 Torilis속 T. japonica(사상자) 및 T. scabra(큰

사상자)가 해당되었다. 

5) 잎

    미나리과 식물은 잎이 근생 및/또는 경생하며, 호생하고(Apia- 

strum속 제외), 엽병은 주로 있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잎의 유형은 

단엽, 3출복엽, 3출상 우상복엽 또는 우상복엽으로 매우 다양하며, 복잡

한 양상으로 결각된다.  단엽은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속 수준

(Centella속, Hermas속, Hydrocotyle속, Sanicula속 등)에서 분류군을 

식별하는 형질이 된다.  3출복엽 및 우상복엽의 경우, 잎의 전체적인 형

태 및 결각 양상 등은 종을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식별형질로 인식되어 

왔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전체 분류군들 중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20

속 38분류군이었으며, 단엽, 3출복엽 및 3출상 우상복엽은 각각 4속 14

분류군, 6속 12분류군 및 4속 16분류군에서 나타났다.  단엽은 

subfam. Hydrocotyloideae의 Centella속(병풀속)의 C. asiatica(병풀) 

및 Hydrocotyle속 H. maritima(선피막이), H. nepalensis(큰잎피막

이), H. ramiflora(큰피막이), H. sibthorpioides(피막이), 및 H. 

yabei(제주피막이) 등 2속 6분류군에서 나타났으며(Fig. 3), subfam. 

Saniculoideae의 3분류군[Sanicula chinensis(참반디), S. rubriflora

(붉은참반디), 및 S. tuberculata(애기참반디)]의 잎은 깊게 3열하는 단

엽 및 3출 복엽이 함께 나타났으며(Fig. 3), subfam. Apioideae 중에는 

유일하게 Bupleurum속 분류군들만이 단엽을 가지고, 나머지 분류군들

은 모두 3출복엽 또는 우상복엽을 가지며, 잎의 표적인 형태는 Fig. 3

에 제시하였다.  Subfam. Apioideae에서 유일하게 단엽을 갖는 

Bupleurum속 분류군들의 잎은 모두 가장자리가 전연이며, 경생엽은 모

두 엽병이 없다.  단엽의 엽신(blade)은 형태가 피침형(lanceolate),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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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침형(linear-lanceolate), 난형(ovate), 및 원형(orbicular)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분류군간 변이가 나타난다.  엽선(apex)은 원

두(rounded), 엽저(base)는 심장저(cordate), 설저(cuneate), 유저

(attenuate), 및 이저(auriculate)이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총 6속 12분

류군이다.  이들 중에는 분류군에 따라 1회 3출복엽, 2회 3출복엽, 3회 

3출복엽 및 4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들이 있다.  1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들은 subfam. Saniculoideae의 Sanicula tuberculata(애기참반

디), S. chinensie(참반디), S. rubriflora(붉은참반디)와 subfam. 

Apioideae의 Cryptotaenia속(파드득나물속)의 C. japonica(파드득나

물), Cymopterus속의 C. melanotilingia(큰참나물), Ligusticum속의 L. 

tsusimense( 마참나물), Peucedanum속의 P. japonicum var. japoni 

cum(갯기름나물), 및 Sium속의 S. ternifolium(세잎개발나물)가 해당된

다 (Fig. 4A).  1 또는 2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들은 주로 

Pimpinella속(참나물속)의 5분류군[P. brachycarpa var. brachycarpa

(참나물), var. uchiyamana(그늘참나물), P. komarovii(노루참나물) 및 

P. hallaisanensis(한라참나물)] 등이 해당된다 (Figs. 4A, 4B).  2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Peucedanum hakuunense(백운기름나물)으

며, 3 또는 간혹 4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Sillaphyton 

podagraria(덕우기름나물)로 (Fig. 4C), 1-4회 3출복엽을 갖는 분류군

은 총 9속 14분류군이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 중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들은 

부분 1, 2 또는 3회 우상복엽을 가졌으며, 드물게 4회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수우상복엽(oddly pinnate)을 갖는다.  

전형적으로 1회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Cnidium속 C. japonica(갯

사상자), Sium속 S. suave(개발나물), S. ninsi(감자개발나물) 등 2속 

3분류군이 해당되며 (Figs. 5A, 5B), 1 또는 2회 우상복엽을 갖는 분

류군은 Aegopodium속 A. alpestre(왜방풍), Angelica속 A. cart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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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ple leaves found in Apiaceae.  A. Orbicular 

(Hydrocotyle sibthropioides); B. Linear (Bupleurum scorzo 

nerifolium); C. Broadly lanceolate (Bupleurum longiradiatum); D.  

Suborbicular in outline, deeply 3-parted type; E. Broadly ovate 

(Bupleurum latiss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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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rnately compound leaves found in Apiaceae.  A. 

1-ternate leaf (Pimpinella brachycarpa var. brachycarpa); B. 

1-ternate leaf (P. brachycarpa var. uchiyamana); C. 2-ternate 

leaf (P. calycina); D. 3-ternate leaf  (Sillaphyton podag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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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nnately compound leaves found in Apiaceae.  A. 

1-pinnate leaf (Sium suave); B. 1-pinnate leaf (Glehnia 

littoralis). C. 1-pinnate leaf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D. 

2-pinnate leaf (Peucedanum terebinthaceum); E. 3-pinnate leaf 

(Aegopodium alpestre); F. 1-ternate-pinnate leaf (Angelic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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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omarginata (처녀바디), Cnidium속 C. officinale (천궁),  Carlesia

속(돌방풍속) C. sinensis, Cicuta속 C. virosa var. virosa (독미나리), 

var. stricta(가는잎독미나리), Daucus속 D. carota subsp. carota (산

당근), subsp. sativus (당근), subsp. maritimus (선당근), 

Heracleum속(어수리속) H. moellendorffii var. subbipinnatum(좁은잎

어수리), Oenanthe속 O. javanica subsp. javanica(미나리), Osmo 

rhiza속 O. aristata(긴사상자), Peucedanum속 P. coreanum(두메기름

나물), P. paishanense(두메방풍), P. terebinthaceum var. terebin 

thaceum(기름나물), var. deltoideum(산기름나물), P. litorale(섬기름

나물), Pterygopleurum속 P. neurophyllum(서울개발나물), Torilis속 

T. japonica(사상자), T. scabra(큰사상자) 등 10속 21분류군이 해당

된다 (Figs. 5C, 5D).   2 또는 3회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비교적 

많은 분류군에서 나타나며, Aegopodium속 A. alpestre(왜방풍), 

Anthriscus속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 (전호), subsp. 

nemorosa (털전호), Conioselinum속 C. tenuissimum (고본), C. 

chinense(산천궁), Cnidium속 C. dauricum (사동미나리), C. monnieri 

(벌사상자), Cyclospermum속 C. leptophyllum(솔잎미나리), Dystae 

nia속 D. takesimana (섬바디), Foeniculum속 (회향속) F. vulgare 

(회향), Saposhnikovia속 S. divaricata (방풍), Libanotis속 L. sesel 

oides(가는잎방풍), L. coreana(털기름나물), Pleurospermum속(왜우

산풀속) P. uralense(왜우산풀속), 등 11속 17분류군이 해당된다 (Fig. 

5E).  이 중 Cyclospermum leptophyllum(솔잎미나리)의 경우 드물게 

4회 우상복엽을 갖기도 하며, Foeniculum vulgare(회향)은 소엽이 우

상으로 매우 깊게 갈라져 4회 우상복엽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

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분류군들 중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은 총 

19속 37분류군이며, 우상복엽의 표적 유형은 Fig. 5에 표시하였다.

    우상복엽의 한 종류인 3출상 우상복엽의 경우, 1, 2 또는 3회 3출

상 우상복엽을 갖는 분류군들이 있으며, 주로 Angelica속에서 많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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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Angelica acutiloba(왜당귀), A. czernaevia(잔잎바디), A. 

genuflexa(왜천궁), A. polymorpha(궁궁이), A. japonica(갯강활), A. 

dahurica(구릿 ), A. anomala(개구릿 ), A. gigas(당귀), A. 

decursiva(바디나물), A. amurensis(지리강활), A. reflexa(강활) 등 

Angelica속 12분류군 중 10분류군이 해당되며, Pterygopleurum속 P. 

neurophyllum(서울개발나물), Ostericum속(묏미나리속)의 O. maximo 

wiczii(가는바디), O. grosseserratum(신감채), O. sieboldii(묏미나리), 

Pternopetalum속(반디미나리속) P. tanakae(반디미나리) 등 총 4속 

16분류군이 3출상 우상복엽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Pterygopleurum neurophyllum(서울개발나물)은 간혹 1 또는 2회 우

상복엽을 갖기도 하며, Pternopetalum tanakae(반디미나리)의 경우 근

생엽은 모두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나 경생엽은 2회 우상복엽이

다. 

6) 엽초

    미나리과 식물은 모두 엽병의 기부가 넓어져 줄기를 감싸는 엽초가 

발달하며(Hydrocotyle속 제외), 엽초의 형태는 일부 속 및 종을 식별하

는 데에 중요한 식별형질이 된다.  엽초의 형태는 1)크게 부풀거나, 2)

긴 원주형으로 발달하거나, 또는 3)장타원형 내지 삼각형으로 발달한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서는 상기 3가지 형태의 엽초가 모두 나

타나며, 표적인 형태는 Fig. 6에 표시하였다. Angelica속 A. 

amurensis (지리강활), A. dahurica (구릿 ). A. gigas (당귀), A. 

japonica (갯강활), A. polymorpha (궁궁이), A. reflexa (강활), 

Cnidium속 C. dauricum (사동미나리), Conioselinum속 C. tenuissi 

mum(고본), Dystaenia속 D. takesimana(섬바디), Ligusticum속 L. 

tachiroei(개회향), Osmorhiza속 O. aristata(긴사상자), 등 6속 11분

류군은 엽초가 주머니 모양으로 부푼 형태이다 (Fig. 6A).  엽초가 부

푼 정도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며, Angelica amurensis(지리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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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resentative leaf sheaths of Apiaceae.  A. inflated 

sheath (Angelica dahurica); B. cylindrical sheath (Torilis scabra); 

C. triangular sheath (Anthriscus sylvestris).

Osmorhiza aristata(긴사상자)는 아주 약간만 부풀어 방추형으로 발달

하고, Angelica dahurica(구릿 )의 경우 엽초가 매우 크게 부푼 형태

로 발달하며, 나머지 분류군들은 줄기의 하부보다 주로 줄기의 상부로 

갈수록 엽초가 더 부푸는 경향이 있다 (Fig. 6A).  Angelica속의 A. 

acutiloba(왜당귀), A. decursiva(바디나물), A. czernaevia(잔잎바디), 

A. genuflexa(왜천궁),  Buleurum속의 B. scorzonerifolium(참시호), 

B. komarovianum(시호), B. longiradiatum var. longiradiatum(개시

호), var. breviradiatum(좀시호), Cnidium속의 C. monnieri(벌사상

자), Foeniculum속의 F. vulgare(회향) 등 총 4속 10분류군은 엽초가 

줄기를 따라 길게 원주형으로 발달한다 (Fig. 6B).  이들 중  Angelica 

decursiva(바디나물)와 A. genuflexa(왜천궁)은 줄기 상부로 갈수록 

엽초가 약간 부푼 형태를 띤다.  Anthriscus속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전호), subsp. nemorosa(털전호), Bupleurum속 B. 

latissimum(섬시호), Coriandrum속(고수속) C. sativum(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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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dium속 C. japonicum (갯사상자), Cymopterus속 C. melanotilin 

gia (큰참나물), Dystaenia속 D. takesimana (섬바디), Ligusticum속 

L. tachiroei (개회향), L. tsusimense ( 마참나물), Oenanthe속 O. 

javanica subsp. javanica (미나리), Ostericum속 O. maximowiczii(가

는바디), O. grosseserratum (묏미나리), Peucedanum속 P. hakuu 

nense(백운기름나물), P. paishanense (두메방풍), P. elegans (가는

기름나물), P. terebin thaceum var. terebinthaceum (기름나물), var. 

deltoideum (산기름나물), Pimpinella속 P. calycina (큰산참나물), 

Sanicula속 S. tuberculata (애기참반디), S. chinensis (참반디), S. 

rubriflora (붉은참반디), Saposhnikovia속 S. divaricata (방풍), 

Sillaphyton속 S. poda graria(덕우기름나물), Sphallerocarpus속 (무

사상자속) S. gracilis(무산상자), Sium속 S. ninsi (감자개발나물), S. 

ternifolium(세잎개발나물), Torilis속 T. japonica(사상자), T. scabra

(큰사상자) 등 총 17속 28분류군은 엽초가 좁은 삼각형이며, 엽초의 기

부가 넓게 줄기를 감싸고, 선단부가 예두에 가까운 형태이다 (Fig. 6C). 

7) 화서

    미나리과 식물의 화서는 기본적으로 1) 소산경 끝에 여러 개의 꽃

이 달리는 단산형화서(simple umbel) 또는 2) 여러 개의 산형화서로 

이루어진 복산형화서(compound umbel)이다 (Fig. 7).  단산형화서 및 

복산형화서는 개체당 1-여러 개씩 달리며, 단산형화서의 경우 매우 들

물게 꽃이 1개로 축소되어 달리기도 한다 (Centella glauca).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서 단산형화서는 subfam. Hydrocoty- 

loideae 및 subfam. Saniculoideae에서 나타나며, 정생 및/또는 액생한

다 (Fig. 7).  복산형화서는 subfam. Apioideae에 속하는 모든 분류군

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정생 및/또는 측생한다 (Fig. 7).  복산형화서의 

경우, 상부가 둥근(round-topped) 형태, 상부가 편평한(flat-topped)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드물게 화경이 매우 짧아 단산형화서처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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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ypical compound umbel of Apiaceae (Cicuta virosa).  

는 경우가 있다 (Fig. 8E).  Subfam. Saniculoideae에서 나타나는 단

산형화서는 기산상취산화서(dichasial cyme) 또는 밀추화서(thyrse)로

부터 파생되어 형성된 것으로(Froebe, 1971), 개체 내에서 기산화서 

또는 총상화서 모양으로 배열된다.

  (1) 단산형화서

    단산형화서(simple umbel)는 1개의 화경 끝에 여러 개의 소화경이 

산형으로 모여 달리는 형태이며 (Fig. 8A),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

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에 속하는 Hydrocotyle속, 

Centella속 및 subfam. Saniculoideae에 속하는 Sanicula속 분류군들에

서 나타난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Hydrocotyle속 식물의 단산형화서는 

양성(hermaphroditic)으로, 화서당 3-60개의 양성화(bisexual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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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여 달린다.  Hydrocotyle속의 경우 소화경(pedicel)의 길이는 일

부 분류군을 구분하는 데 있어 유용한 형질이었다.  Hydrocotyle 

nepalensis(큰잎피막이), H. ramiflora(큰피막이) 및 H. maritima(선피

막이)는 소화경이 길이 0.3-2 mm로 뚜렷하게 발달하며, H. 

sibthorpioides(피막이) 및 H. yabei(제주피막이)는 소화경이 흔적적이

다.  Centella속 C. asiatica(병풀)의 경우,  Hydrocotyle속 분류군들과 

마찬가지로 단산형화서는 모두 양성이며, 화서당 2-4개의 양성화가 모

여 달린다.  Centella asiatica의 소화경은 흔적적이고, 드물게 개체 내

에서 화서가 축소되어 꽃이 1개씩만 달리는 경우가 있다. 

    한편, subfam. Saniculoideae에 속하는 Sanicula속의 3분류군[S. 

tuberculata(애기참반디), S. chinensis(참반디), S. rubriflora(붉은참

반디)]의 화서는 단산형화서가 기산화서 또는 총상화서 모양으로 배열된 

형태이며(Fig. 8B), 각 단산형화서는 잡성(polygamous)으로, 양성화가 

화서의 중앙부에 달리고, 웅성화(staminate flower)가 화서의 주변부에 

달리는 형태이다.  

  (2) 복산형화서

    복산형화서(compound umbel)는 소수 내지 다수의 소산형화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부가 총포(involucre)를 이루는 총포편(bracts)으로 

싸여있다 (Fig. 7).  또한, 각 소산형화서는 소수 내지 다수의 작은 꽃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부가 소총포(involucel)를 이루는 소총포편

(bractlets)으로 싸여있다 (Fig. 7).  한편, 소산형화서를 이루는 소산경

(rays)은 바깥쪽의 것과 안쪽의 것이 길이의 차이가 있거나 없으며, 이

로 인해 복산형화서의 상면의 형태가 둥글거나 편평해진다 (Fig. 8).  

복산형화서의 상면의 형태, 총포편 및 소총포편의 개수 및 형태, 소산형

화서 및 꽃의 개수 등은 미나리과 내의 속 및 종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

한 식별형질로 사용된다 (Wyk et al., 2013). 

   Subfam. Apioideae에 속하는 분류군들의 화서는 부분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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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형화서이며, 자세한 구조는 Fig. 7에 제시하였다.  각 복산형화서는 

잡성(polygamous) 및/또는 웅성(staminate)이며, 잡성의 경우 양성화

(bisexual flower)가 소산형화서(umbellet)의 중앙부(central part)에 

달리고 웅성화(staminate flower)가 주변부(peripheral part)에 달리는 

형태와 양성화가 소산형화서의 주변부에 달리고 웅성화가 중앙부에 달리

는 형태가 있다.

   ① 복산형화서의 형태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의 경우, 복산형화서의 상부는 

부분 평평하거나 둥근 형태이다 (Figs. 8C, 8D).  이는 복산형화서를 

이루는 소산경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화서 바깥쪽

의 소산경의 길이와 안쪽의 소산경의 길이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면 

상부가 둥근 형태(round-topped)가 된다 (Fig. 8D).  복산형화서의 상

부가 둥근 형태를 갖는 분류군은 총 20속 46분류군에서 나타난다. 

    복산형화서 바깥쪽의 소산경의 길이와 안쪽의 소산경의 길이의 차이

가 비교적 크면 상부가 편평한 형태(flat-topeed)가 되며(Fig. 8C),  

Angelica속 A. decursiva(바디나물), A. reflexa(강활), Cyclosper-

mum속 C. leptophyllum (솔잎미나리), Heracleum속 H. moellendor-

ffii var. moellendorffii (어수리), var. subbipinnatum (좁은잎어수리), 

Osmorhiza속 O. aristata (긴사상자),  등 4속 6분류군이 해당된다.  이

들 중 Angelica reflexa (강활), Heracleum moellendorffii var. 

moellendorffii (어수리), 및 var. subbipinnatum(좁은잎어수리)의 경우 

소산경의 길이는 화서의 중앙부의 것이 약 2 cm, 주변부의 것이 약 6 

cm로 그 차이가 비교적 컸다.  분류군에 따라 개화 전에 복산형화서의 

상부 형태가 편평한 모양이었다가 개체가 성숙할 수록 점차 둥근 모양으

로 되는 분류군이 일부 관찰되며, Bupleurum속 B. scorzonerifolim 

(참시호), B. komarovianum (시호), B. longiradiatum var. longira 

diatum (개시호), var. breviradiatum (좀시호), B. euphorbioid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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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B. latissimum(섬시호), Cryptotaenia속 C. japonica (파드득

나물), Daucus속 D. carota subsp. carota (산당근), subsp. sativus 

(당근), subsp. maritimus (선당근), Foeniculum속 F. vulgare(회향), 

Torilis속 T. japonica (사상자), T. scabra(큰사상자) 등총 5속 13분

류군이 이에 해당된다. 

    복산형화서를 이루는 소산경 및 소화경의 길이의 차이가 매우 커 전

체적으로 원추화서처럼 보이는 분류군이 있다.  Cryptotaenia속(파드득

나물속)의 C. japonica(파드득나물)은 복산형화서가 2-7개의 소산형화

서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소산경은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길이

가 최소 7 mm에서 최  3.4 cm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각각의 

소산형화서를 이루는 3-6개의 소화경의 길이는 최소 2mm에서 최  

2.4 cm로, 소산경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매우 불규칙하게 발달해, 상부

가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Fig, 8F).  

  ② 총포편

    복산형화서의 기부는 총포(involucre)로 싸여있으며, 총포는 소수 

내지 다수의 총포편(bract)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7).  총포편의 수

는 분류군에 따라 1-13장으로 변이가 크며, 간혹 조락하여 흔적만 남기

도 하고,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

의 총포편은 있을 경우 부분 옆으로 퍼지고(spreading), 간혹 뒤로 

젖혀진다(reflexed).  총포편의 형태는 실 모양(filiform), 선형(linear), 

선상 피침형(linear-lanceolate) 또는 피침형(lanceolate)으로 부분 

가늘고 긴 형태이며, 가장자리는 주로 갈리지 않으나(entire), 매우 드물

게 3열하거나 우상으로 갈린다.  총포편이 없는 분류군은 Angelica속 

A. cartilaginomarginata(처녀바디), A. genuflexa(왜천궁), A. 

amurensis(지리강활), Anthriscus속의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전호), subsp. nemorosa(털전호), Foeniculum속, Glehnia

속, Pternopetalum속 P. tanakae(서울개발나물) 등 5속 8분류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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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presentative inflorescences of Apiaceae.  A. Simple 

umbel (Hydrocotyle sibthorpioides); B. Simple umbels in clusters 

of 3 (Sanicula tuberculata); C. Compound umbel: flat-topped 

(Ligusticum hultenii); D. Compound umbel: round-topped 

(Peucedanum litorale); E. Compound umbel: with very short 

pedicels (Pterygopetalum tanakae); F. Compound  umbel with 

irregular rays and pedicels (Cryptotaen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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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Foeniculum속 및 Glehnia속 분류군은 속 수준에서 총포편이 없

다.  총포편이 없거나 간혹 1장인 분류군들은 Aegopodium속 A. 

alpestre (왜방풍), Angelica속 A. polymorpha (궁궁이), A. japonica

(갯강활), A. anomala (개구릿 ), A. reflexa (강활), Coriandrum속 

C. sativum (고수), Cryptotaenia속 C. japonica(파드득나물), 

Cyclospermum속 C. leptophyllum (솔잎미나리), Ligu- sticum속 L. 

tsusimensis ( 마참나물), Oenanthe속 O. javanica subsp. javanica

(미나리), Pimpinella속, Pternopetalum속 P. tanakae (반디미나리), 

Saposhnikovia속 S. divaricata (방풍), Torilis속 T. scabra (큰사상자) 

등 11속 13분류군이다.  총포편이 없거나 1 또는 2장인 분류군들은 

Angelica속 A. dahurica (구릿 ), A. gigas (당귀), Cicuta속 C. 

virosa, Peucedanum속 P. paishanense (두메방풍), P. 

terebinthaceum, 및 P. litorale (섬기름나물) 등 3속 4분류군이다. 

    총포편이 다수인 경우는 Carlesia속 C. sinensis가 5-8장, 

Cnidium속 C. japonica(갯사상자)가 5-10장, C. dauricum(사동미나

리)가 5-9장,  C. monnieri가 6-10장,  Daucus속 D. carota가 5-13

장, Libanotis속 L.  seseloides(가는잎방풍), Ostericum속 O. grose 

sserratum(신감채)가 4-9장, Pleurospermum속 P. uralense(왜우산

풀)이 6-9장, Pterygopleurum속 P. neurophyllum(서울개발나물)이 

3-10장, Sium속 S. suave(개발나물)이 5-10장으로, 그 개수의 변이

가 다양하며, 이러한 변이는 동일 분류군 내 개체간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총포편이 갈리는 분류군은 Daucus carota subsp. carota(산

당근), sativus(당근), maritimus(선당근), Pleurospermum uralense

(왜우산풀)  2속 4분류군에서만 나타나며, Daucus carota의 경우 총포

편은 개화시 뒤로 완전히 젖혀지고, 길이 3.4-5.7 cm, 너비 3-4 cm

로, 비교적 크기가 크며, 우상심열하였고, Pleurospermum uralense의 

경우 총포편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며, 우상천열하고, 길이 2-6.8 cm, 

너비 1-3 cm로, Daucus carota와 마찬가지로 그 크기가 비교적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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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되었다.  총포편을 갖는 분류군 중 상기 4분류군을 제외한 모

든 분류군은 총포편이 갈리지 않으며, 따라서 총포편의 형태는 일부 분

류군을 식별하는 유용한 형질로 판단된다.

③ 소총포편

    소산형화서의 기부는 소총포(involucel)로 싸여있으며, 소총포는 소

수 내지 다수의 소총포편(bractlet)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7).  소총

포편의 수는 분류군에 따라 1-22장으로 총포편의 수보다 변이 폭이 약

간 더 크며,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으나, 총포편의 경우와 달리 조락하

는 경우는 없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의 소총포편은 있는 

경우 부분 총포편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퍼지고, 간혹 뒤로 젖혀진다.  

소총포편의 형태는 총포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실 모양, 선형, 선상 

피침형 또는 피침형으로 부분 가늘고 긴 형태이고, 크기는 총포편에 

비해 체로 작으며, 가장자리는 총포편과 마찬가지로 주로 갈리지 않으

나, 매우 드물게 3열하거나 우상심열한다.  소총포편의 가장자리가 갈리

는 분류군은 총포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aucus carota subsp. 

carota(산당근), sativus(당근), maritimus(선당근), Pleurospermum 

uralense(왜우산풀) 2속 4분류군에서만 나타난다.  Daucus carota의 

경우 소총포편은 개화시 뒤로 완전히 젖혀지고, 길이 0.5-3 cm, 너비 

0.5-1.3 cm로, 총포편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았으며, 갈리지 않거나 3

열하고, Pleurospermum uralense의 경우 소총포편은 전체적으로 선상 

피침형이며, 우상심열하고, 길이 0.4-1 cm, 너비 0.5-1 mm로 총포편

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았다.  소총포편을 갖는 분류군 중 상기 4분류군

을 제외한 모든 분류군은 모두 소총포편이 갈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

총포편의 형태는 일부 분류군을 식별하는 유용한 형질로 판단된다.

④ 소산경  및 소화경

    소산경(ray)은 화경의 끝에 소수 내지 다수가 달리는 소산형화서의 

자루(또는 가지)이고, 주로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진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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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형화서당 소산경의 수는 분류군에 따라 최소 2개(Cryptotaenia 

japonica; 파드득나물, Torilis scabra; 큰사상자) 내지 최  60개

(Angelica genuflexa; 왜천궁)로 그 변이 폭이 굉장이 크며, 길이는 최

소 4 mm(Libanotis coreana; 털기름나물) 내지 10 cm(Foeniculum 

vulgare; 회향)였다.    Cryptotaenia japonica의 경우 소산경은 복산형

화서당 2-7개이고,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각각의 소산경의 길이가 

0.7-3.4 cm로 그 차이가 극심해 전형적인 복산형화서처럼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를 가졌다.  그러나 C. japonica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산경

의 개수 및 길이 등의 정량적인 특징들은 분류군 및 속을 식별하는 데에 

유용한 형질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소화경(pedicel)은 소산경의 끝에 소수 내지 다수가 달리며, 선단부

에 하나의 꽃이 달린 자루이고, 소산경과 마찬가지로 주로 비스듬히 서

거나 옆으로 퍼진다 (Fig. 7).  소산형화서당 소화경의 수(꽃의 수)는 

최소 1-3개(Pternopetalum tanakae; 반디미나리, Sium ternifolium; 

세잎개발나물, Torilis scabra; 큰사상자) 내지 최  80개(Angelica 

dahurica; 구릿 , Daucus carota)였다.  Cryptotaenia japonica의 경

우 소화경은 소산형화서당 3-6개이고,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각각

의 소화경의 길이가 0.2-2.4 cm로 그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소산경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 japonica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화경의 개수 

및 길이 등의 정량적인 특징들은 분류군 및 속을 식별하는 데에 유용한 

형질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8) 꽃

    미나리과 식물의 꽃은 5수성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다 

(Fig. 9).  악은 자방에 합착되어 개 5개의 악편으로 축소되고, 화판

은 뚜렷하게 발달하거나 매우 드물게 흔적적이다 (Fig. 9).  수술은 화

판과 호생하고, 화사는 실 모양이며, 약은 2실로 내향약이고, 정자착하

며, 종개한다.  암술은 1개, 심피는 2개이고, 합생하며, 자방은 하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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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이다 (Fig. 9).  화주(style)는 2개로 이생하며, 흔히 기부가 팽 되

어 화주판(stylopodium)을 이룬다 (Fig. 9).  미나리과 식물의 꽃은 양

성화 또는 단성화이며, 단성화의 경우 주로 수술이 잘 발달하고 화주 및 

화주판이 잘 발달하지 않은 웅성화이며, 드물게 수술이 작거나 화분이 

형성되지 않는 자성화이다.   미나리과 식물은  양성화만을 가지는 양성

화주 (hermaphroditic) 또는 양성화 및 웅성화를 모두 가지는 웅성일가

화성(andromonoecious)이다 (Fig. 7).   웅성일가화성의 분류군의 경

우, 모든 복산형화서가 양성화 및 웅성화를 함께 갖는 화서(잡성, 

polygamous)인 경우와, 잡성과 웅성(웅성화만을 갖는 화서, 

staminate)이 혼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35속 

중 14속 (Sanicula속, Anthriscus속, Osmorhiza속, Sphallerocarpus

속, Daucus속, Coriandrum속, Pleurospermum속, Aegopodium속, 

Fig. 9.  Typical flower of Ap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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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Conioselinum속, Ligusticum속, Oenanthe속, Pimpinella속, 

Sillaphyton속, Heracleum속) 식물이 웅성일가화성으로 밝혀졌다.  상

기 14속 식물들은 주로 잡성화서를 가지며, 간혹 측생하는 미성숙한 화

서에 웅성화만 달리기도 한다.  개 소산형화서의 중앙부에 웅성화가 

달리고 주변에 양성화가 달리는 형태이며, 드물게 웅성화가 주변부에, 

양성화가 중앙부에 달리기도 한다.  소산형화서에서 웅성화가 주변부에, 

양성화가 중앙부에 달리는 분류군은 참반디속 및 미나리속 식물이 유일

하다.  한반도산 미나리고 식물 중 웅성일가화성 14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류군은 양성화주로, 항상 양성화를 갖는다.  

  (1) 악편

    미나리과에서 악(calyx)은 축소되어 5개의 치아상 거치(악편; 

calyx teeth)로 축소되어 다양한 형태를 보이거나, 거의 발달하지 않는

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의 경우 악이 뚜렷한 형태를 띠는 

분류군과 흔적적인 분류군이 모두 생육한다.  악이 뚜렷한 경우, 그 형

태는 넓은 삼각형, 삼각형, 좁은 삼각형, 난형, 피침형 등으로 다양하며, 

선단은 개 예두이고 기부는 평저이다.  악의 발달 정도 및 형태는 속 

또는 종을 구별하는 유용한 식별형질이 된다.  Conioselinum속과 

Ostericum속은 분과의 marginal ribs는 넓은 날개를 갖고, dorsal ribs

는 좁은 날개를 가지며, 분과 및 자방의 표면평활하고, 줄기 기부에 근

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는 등의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나, 

Conioselinum속 식물의 악편은 흔적적이고, Ostericum속 식물의 악편

은 뚜렷하며, 좁은 삼각형인 특징으로 속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Dystaenia속(섬바디속) 식물의 경우 외부 형태적으로 Angelica속 식물

들과 매우 유사하나, 악편이 뚜렷하며 삼각형인 특징에 의해 악편이 흔

적적인 Angelica속 식물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Pterygopleurum속(서

울개발나물속) 식물의 경우, 분과의 primary ribs가 코르크질이며 분과

병이 숙존하는 등의 형태적 특징이 Cnidium속과 유사하나, 

Pterygopleurum속(서울개발나물속) 식물은 악편이 뚜렷하고 피침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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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Cnidium속 식물은 악편이 흔적적이거나 미세하다는 특징에 의

해 서로 뚜렷이 구분된다.  같은 속 식물의 경우에 간혹 악편의 형태적 

특징이 종을 구분하는 식별형질이 되기도 한다.  Peucedanum속 식물 

P. japonicum var. japonicum(갯기름나물)과 P. hakuunense(백운기름

나물)은 잎이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엽초가 원통형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나, P. japonicum var. japonicum의 악편은 흔적적으로, 악편이 

삼각형 또는 좁은 삼각형인 P. hakuunense과 뚜렷이 구분된다.

  (2)  화판

    미나리과 식물의 화판의 색, 형태 및 크기는 속 및 종을 식별하는 

주요 형질이다 (Wyk et al,. 2013).  미나리과 식물의 화판은 개 백

색이며, 간혹 황색, 녹색, 적색 또는 자색이다.  간혹 수분(pollination)

이 일어난 뒤에 화판의 색이 백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은 개 화판이 백색이며, Hydrocotyle속 식물

의 경우 녹색 또는 황색을 띠고, Centella속 식물의 경우 녹색 또는 분

홍색을 띠는 백색이거나 적자색이며, Sanicula속의 S. rubriflora(붉은참

반디) 및 Angelica속의 A. gigas(당귀)는 적자색이고, Bupleurum속의 

경우 황색이다.  미나리과 식물의 화판의 형태는 타원형, 난형, 도란형 

등 매우 다양하며(Fig. 10), 매우 드물게 실 모양으로 축소되어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Hermas villosa).  화판의 선단부는 흔히 안으로 

굽고, 간혹 안으로 깊게 굽어 요두처럼 보이며, 드물게 2열하고, 기부는 

개 설저이며, 간혹 기부에 화조를 갖는다 (Figs. 10, 11).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화판의 형태는 개 좁은 삼각형, 도란형, 장타원형이

며, Osmorhiza속 식물의 경우 주걱형, Heracleum속(어수리속) 식물의 

경우 도심장형이다 (Fig. 10).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화판의 선단

은 개 안으로 굽으며, 안으로 깊게 굽어 요두처럼 보이는 경우는 5개 

속 식물에서 나타난다 [Osmorhiza속, Sphalleraocapus속, Daucus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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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presentative petals of Apiaceae.  A. orbicular with 

incurved tip(Coriandrum sativum); B. ovate (Pternopetalum 

tanakae); C. broadly ovate (Sium ninsi); D-E. elliptic (Pimpinella 

brachycarpa); F. narrowly obovate with incurved tip (Glehnia 

littoralis); G. broadly obovoid with incurved tip (Aegopodium 

alpestre); H. obovoid with incurved tip (Oenanthe javanica); D. 

broadly obovoid with emarginate apex (Heracleum moellendor- 

ffii).

Fig. 11. Flower and petals of Coriandrum sativum.  A. Flower; B. 

Symmetrical petal with emarginate apex; C. Asymmetrical petal; 

D. Symmetrical petal without emarginate 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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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taenia속, Oenanthe속 (Fig. 10)].  화판의 선단이 2열하는 경우는 

Heracleum속, Coriandrum속 식물에서 나타난다 (Figs. 10, 11).  미

나리과 식물의 꽃에서 화판은 개 서로 크기 및 형태가 유사하여 꽃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방사상칭(actinomorphic)이나, 간혹 화판의 크기 및 

형태가 서로 달라 좌우상칭(zygomorphic)인 경우가 있다 (Figs. 11, 

12).  개 소산형화서의 중앙에 달리는 꽃(양성화)는 방사상칭이면서 

소산형화서의 주변에 달리는 꽃(웅성화)가 약간 좌우상칭인 경우가 많다 

(Fig. 12B).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경우, Anthriscus속, Daucus

속, Torilis속(사상자속), Coriandrum속, Heracleum속 등 총 5속에 속

하는 분류군들은 좌우상칭의 꽃을 가진다 (Fig. 12C, 12D).  

Fig. 12.  Representative flowers of Apiaceae.  A-B. 

actinomorphic flower (A. Cicuta virosa; B. Bupleurum komaro 

vianum); C-D. zygomorphic flower (C. Heracleum moellendorffii; 

D. Coriandrum sati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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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주판

    미나리과 식물의 화주(style)는 개 기부가 부풀어 화주판

(stylopodium)을 형성하여 납작한 원반형, 낮은 원추형 내지 높은 원추

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며 (Figs. 9, 13), 화주판의 형태는 속 및 종을 

식별하는 주요 식별형질이 된다.  Sanicula속 식물의 경우 모든 분류군

의 화주판은 원반형이고, Libanotis속, Dystaenia속, Saposhnikovia속, 

Glehnia속 및 Ostericum속 식물의 경우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고, 

Anthriscus속, Sphallerocarpus속, Torilis속, Coriandrum속, 

Pleurospermum속 및 Sillaphyton속 식물의 경우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길이는 개 0.2-0.5 mm이고, S. podagraria(덕우기름나물)의 경우 

화주판은 길이 약 1 mm이다.  Angelica속의 경우 A. genuflexa(왜천

궁)와 A. reflexa(강활)은 엽축 및 소엽병이 무릎 모양으로 굽고, 엽초

가 무모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나, 왜천궁의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높이 

1.8 mm이상으로, 화주판이 낮은 원추형인 강활과 뚜렷이 구분된다 

(Fig. 13).

  (4) 화주

    미나리과 식물의 화주(style)는 2개로, 이생한다.  화주는 그 길이

와 형태에 변이가 많다 (Fig. 9).  Angelica czernaevia(잔잎바디)의 

화주는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가장 짧으며, 길이 약 0.1 mm이고, 

Daucus carota의 경우 화주는 길이 0.1-0.2 mm이다.  Sanicula 

tuberculata(애기참반디)의 화주는 2.5-3 mm로,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

물 중 가장 길며, Pleurospermum uralense(왜우산풀)의 경우 1-1.8 

mm, A. genuflexa의 경우 1.8-2 mm이다.  화주의 형태는 속 및 종을 

구분하는 식별형질이 되기도 한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화주는 

개 반곡하며, 간혹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선다.  Aegopodium속(왜방

풍속), Pimpinella속(참나물속), Angelica속의 경우 모든 분류군의 화주

가 반곡한다.  한편, Bupleurum속의 경우 B. euphorbioides(등 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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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of stylopodia of 

Apiaceae.  A-B. conical  stylopodium (A. Angelica reflexa; B. 

Coriandrum sativum); C. low-conical stylopodium (Saposhnikovia 

divaricata); D. discoid stylopodium (Bupleurum latissimum).    

Scale bar: A. 1 mm; B.-D. 0.5 mm.

의 화주는 반곡하나, 나머지 분류군의 화주는 모두 비스듬히 선다.

9) 열매 

    미나리과 식물의 열매는 분열과(schizocarp)로, 성숙 시 2개의 분

과(mericarp)로 분리된다 (Fig. 14).  분열과를 이루는 2개의 분과는 

서로 크기 및 형태가 같은 동형성(homomorphic)이거나 이형성

(heteromorphic)이다.  미나리과 식물 중 분열과가 이형성인 경우는 극

히 드물며 (Cymopterus속, Heteromorpha속, Polemanniopsis속), 이

중 한반도에는 Cymopterus melanotilingia(큰참나물)가 분포한다.  2

개의 분과는 각각 분과병(carpophore)의 끝에 달려있으며(Fig. 1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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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병은 실 모양의 가는 자루로, 서로 붙어있거나, 길이의 반 정도가 분

리되거나 또는 기부까지 완전히 분리되며, 분과가 완전히 성숙하여 서로 

분리될 때에 분과병의 끝에 달려 아래를 향하게 된다.  각 분과에는 전

형적으로 5개의 primary ribs(1차늑)가 발달하며, 실 모양이거나, ribs 

위에 좁은 날개 내지 넓은 날개가 발달하거나, 또는 두꺼운 코르크질의 

날개가 발달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Fig. 15).  Primary ribs는 

분과의 배면에 있는 3개의 dorsal ribs 및 분과의 양 끝에 2개의 

lateral ribs로 이루어져 있다.  분과당 각 5개의 primary ribs 사이에 

간혹 secondary ribs(2차늑)이 발달하며, 개 뚜렷이 발달하지 않는

다.  각 mericarp의 primary ribs의 사이는 vallecula(늑간)으로, 전형

적으로 4개의 valleculae가 있고, 두 분과가 서로 맞닿은 면은 

commissure(접합면)으로, 늑간 및 접합면 아래에는 vittae(유관)가 발

달한다.  

Fig. 14. Schizocarp of Apiaceae composed of 2 mericarps 

(Ostericum grosseser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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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ross section of mericarps of Apiaceae (Peucedanum 

japonicum).

Vittae의 형태는 속을 구분하는 주요 식별형질이며, vittae의 개수는 종

을 식별하는 중요 식별형질로 인식되었다.  분열과 및 분과의 형태, 크

기, 늑의 형태, 날개의 발달 정도, 표면의 형태 등을 포함하는 분열과 및 

분과의 외부 형태는 미나리과의 종집단, 특히 속 수준에서 분류군을 구

분하는 가장 중요한 식별형질로 인식되어왔다. 

  (1) 분열과 및 분과의 형태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분열과의 형태는 주로 난형, 광난형, 도

란형, 타원형, 장타원형, 원형, 및 구형이며, 드물게 곤봉형 또는 피침형

으로,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Fig. 16), 분과의 형태 또한 좁은 난형, 난

형, 도란형, 좁은 타원형, 타원형, 반원형, 원주형, 및 선상 곤봉형으로 

매우 다양하다.  분과는 배면(dorsal side) 또는 측면(lateral side)을 

따라 약간 또는 심하게 납작한 형태이며, 간혹 구형이다.  한반도산 미

나리과 식물의 경우 Angelica속, Ostericum속, Heracleum속 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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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는 배면을 따라 매우 심하게 납작하며, Centella속 및 Hydrocotyle

속 식물들은 측면을 따라 심하게 납작하다.  분열과의 형태가 곤봉형이

고, 분과의 형태가 선상 곤봉형인 분류군은 Osmorhiza속 O. aristata

(긴사상자)가 유일하며, 분열과의 형태가 좁은 난형 내지 피침형이며, 

분과의 형태가 원주형인 분류군은 Anthriscus sylvestris가 유일하다.  

한편, 분열과 및 분과의 형태가 도란형 또는 넓은 도란형인 분류군으로 

Fig. 16.  Representative schizocarps of Apiaceae. A. ellipsoid 

schizocarp (Bupleurum euphorbioides); B. obovoid schizocarp 

(Heracleum tiliifolium); C. narrowly ellipsoid schizocarp with 

broad marginal wings (Ostericum grosseserratum); D. cylindrical 

schizocarp (Chaerophyllum prescottii); E. ellipsoid schizocarp 

with glochidiate prickles on surface (Torilis sp.); F. oblong 

schizocarp with hairs on surface (Libanotis seseloides); G. ovoid 

schizocarp with tubercles on surface (Anthriscus cau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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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cleum속 H. moellendorffii가 해당된다.  

  (2) 분열과 및 분과의 표면

    미나리과 식물의 분과의 표면은 개 평활하나, 간혹 표면에 hairs

(털), tubercles(혹 모양의 돌기), papillae(유두상 돌기), bristles(강

모), prickels(피침)이 분포하며, 이렇게 다양한 표면의 특징은 미나리과 

분류군을 식별하는 데에 유용한 식별형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6).  한반도에 생육하는 미나리과 식물들 중 분과의 표면이 평활

한 분류군은 총 24속 56분류군이며, 이들 중 속 수준에서 모든 분류군

의 분과 표면이 평활한 분류군은 subfam. Hydrocotyloideae의 

Hydrocotyle속 및 Centella속, subfam. Saniculoideae의 Sanicula속, 

subfam. Apioideae의 Coriandrum속, Aegopodium속, Bupleurum속, 

Cicuta속, Cnidium속, Conioselinum속, Cryptotaenia속, Foeniculum

속, Cyclospermum속, Dystaenia속, Ligusticum속, Oenanthe속, 

Pimpinella속, Pternopetalum속, Sium속, Ostericum속, Cymopterus

속, Sillaphyton속 등 21속이고, 속내 일부 분류군의 분과 표면이 평활

한 분류군(Figs. 16A-D)은 Angelica속 A. cartilaginomarginata(처녀

바디), A. acutiloba(왜당귀), A. czernae via(잔잎바디), A. 

polymorpha(궁궁이), A. japonica (갯강활), A. dahurica(구릿 ), A. 

gigas (당귀), A. decursiva (바디나물), A. amurensis (개구릿 ), A. 

reflexa(강활), Anthriscus속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전호), 

및 Peucedanum속의 P. paishanense (두메방풍), P. elegans (가는기

름나물), P. terebinthaceum var. terebinthaceum(기름나물), var. 

deltoideum(산기름나물), P. litorale(섬기름나물) 등으로, 3속 17분류

군이 해당된다.  

    분과 표면에 prickles가 분포하는 분류군(Fig. 16E)은 Sanicula속, 

Daucus속, 및 Torilis속 분류군이며, Sanicula속 식물의 분과에 분포하

는 prickles는 위로 굽은 형태의 hooked prickles로 표면 전체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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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Daucus속 및 Torilis속 식물의 분과에 분포하는 prickles는 

glochidiate prickles로, 날개를 갖는 secondary ribs위에 분포하였고, 

primary ribs 위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분과 표면에 bristle이 분포하는 분류군(Fig. 16F)은 Anthriscus속

의 A. sylvestris subsp. nemorosa(털전호), A. caucalis(유럽전호), 

Daucus속 D. carota subsp. carota(산당근), subsp. sativus(당근), 

subsp. maritimus(선당근), Torilis속 T. japonica(사상자), T. scabra 

(큰사상자) 등 총 3속 7분류군이며, 이들 중 Daucus속 식물은 모두 분

과의 secondary ribs 위에 bristle이 분포하고, Torilis속 식물은 모두 

primary rib위에 bristle이 분포한다.

    분과 표면에 tubercles가 분포하는 분류군(Fig. 16G)은 Sanicula속

의 S. tuberculata(애기참반디), Pleurospermum속의 P. uralense(왜우

산풀), 및 Saposhnikovia속의 S. divaricata(방풍) 등 3속 3분류군이 

해당되었으며, 표면에 papillae가 분포하는 분류군은 Libanotis속 L. 

seseloides(가는잎방풍) 및 L. coreana(털기름나물)이 유일하였으며, 

Libanotis속은 속 수준에서 분과가 papillose한 그룹으로, 속을 식별하

는 데에 분과 표면의 특징이 유용한 식별형질로 판단된다.

  (3) 1차늑 및 2차늑의 형태

    1차늑(primary ribs)에는 5개 모두에 날개가 있는 분류군은 

Ligusticum속, Pleurospermum속, Pterygopleurum속 전체 분류군과 

Sium속 S. ninsi(감자개발나물), 및 S. ternifolium(세잎개발나물) 등 4

속 5분류군이 해당된다. 이들 분류군의 dorsal ribs(배늑)과 marginal 

ribs(측늑)은 그 너비가 최소 약 0.1 내지 최  약 1 mm로, 비교적 매

우 좁으며, 한 분류군 내의 primary ribs는 모두 그 너비가 거의 같다.  

Pleurospermum속 및 Ligusticum속의 경우 속 수준에서 primary ribs

의 형태가 모두 좁은 날개로 발달하여 속을 식별하는 형질로 유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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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ribs에는 날개가 있으며, dorsal ribs의 날개보다 

marginal ribs의 날개가 약간 더 넓은 분류군으로는 Cnidium속, 

Conioselinum속, Dystaenia속, Foeniculum속, Glehnia속, Saposhni 

kovia속 모든 분류군들 및 Sium속 S. suave(개발나물) 등 총 7속 11

분류군이 해당되며, dorsal ribs의 날개의 너비가 0.2-0.8 mm, lateral 

ribs의 날개의 너비가 0.5-1 mm로 그 차이가 비교적 적으나,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일부 속 및 분류군을 식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형질인 

것으로 판단된다. 

    Primary ribs에는 모두 날개가 있으며, dorsal ribs의 날개는 매우 

좁고, 그에 비해 marginal ribs의 날개가 훨씬 더 넓은 분류군으로는 

Angelica속 A. cartilaginomarginata(처녀바디), A. czernaevia(잔잎바

디), A. genuflexa(왜천궁)  및 Ostericum속 O. sieboldii(묏미나리) 

및 O. grosseserratum(신감채)등 2속 5분류군이 해당되며, dorsal 

ribs의 날개의 너비가 약 0.1-0.2 mm로 비교적 좁으나, marginal ribs

의 날개의 너비가 0.7-1 mm로, 비교적 넓다. 

    반면, dorsal ribs는 실 모양이고, marginal ribs에는 비교적 좁은 

날개가 있는 분류군은 Libanotis속 및 Peucedanum속 전체와 

Ostericum속 O. maximowiczii(가는바디) 등 총 3속 12분류군이 해당

되며, dorsal ribs의 날개는 너비 약 0.1-0.5 mm로 비교적 좁다.  

dorsal ribs가 실 모양이고, marginal ribs가 비교적 넓은 날개로 발달

하는 분류군은 Heracleum속에 속하는 H. moellendorffii var. 

moellendorffii(어수리) 및 var. subbipinnatum(좁은잎어수리)였으며, 

marginal ribs의 너비는 0.8-1 mm로, 비교적 넓다.

    한편, 2차늑(secondary ribs)는 Centella속, Coriandrum속, 

Daucus속, Heracleum속, 및 Torilis속 등 6속 식물에서만 발달하며, 

Centella속, Coriandrum속, 및 Heracleum속 식물의 secondary ribs는 

뚜렷한 실 모양이고, Torilis속 식물의 secondary ribs는 실 모양이나, 



69

그 위에 밀생하는 강모와 피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Daucus속 식

물의 secondary ribs에는 좁은 날개가 있고, 날개 위에 구자모상의 피

침(glochidate prickles)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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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분자적 유연관계

1) 엽록체 DNA 구간의 염기서열 분석

(1) rbcL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34속 84분류군과 외군으로 선정

된 두릅나무과 4개 분류군의 엽록체 DNA rbcL 구간의 염기서열이 결

정되었으며, 그 길이와 정렬된 염기서열은 각각 Table 6와 Appendix 1

에 제시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rbcL 구간의 길이는 모두 

535 bp로, 길이에는 변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rbcL 구간의 G+C 비율은 42.4–45.2 %

로, 84분류군 189개체에서 G+C 비율의 변이 폭이 상당이 낮았으며, 

Hydrocotyle yabei(제주피막이)에서 42.4 %로 가장 낮게, 

Cryptotaenia japonica(파드득나물)에서 45.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84분류군 189개체의 염기서열을 정렬

한 결과 indel이 없이 총 702 bp로 정렬되었다 (Table 6).  정렬된 전

체 702 bp의 rbcL 염기서열 중 86 sites만이 variable sites로 판명되

었으며, 이는 전체 염기서열의 16.7 %에 해당되며, 이는 조사된 엽록체 

5개 DNA 구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간 

rbcL 구간의 염기변이(interspecific K2P distance)는 0.2–1.1 %,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의 염기변이는 0.1–0.9 %로 비교적 낮

았으나,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1–15 %로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6).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2.8–4.5 %이었으며,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Api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

는 3.5–6.2 %로 큰 폭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Table 6).  한편,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에서



71

는 3.2–4.2 %로 각 아과 내 분류군간의 염기변이에 비해 높았으나,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

의 염기변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bcL구간은 미

나리과와 다른 과 분류군 사이의 유연관계를 조사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divergence rate이 너무 낮으므로 미나리과내 분류군의 유연관계를 밝

히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Plunkett, 

et al., 1996a, b). 

(2) matK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34속 84분류군과 외군으로 선정

된 두릅나무과 4개 분류군의 엽록체 DNA matK 구간의 염기서열이 결

정되었으며, 그 길이와 정렬된 염기서열은 각각 Table 6와 Appendix 2

에 제시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matK 구간의 길이는 690

–702 bp로, 거의 모든 분류군에서 702 bp였으며, 일부 분류군에서 6 

또는 12 bp의 indels (insertion 또는 deletion)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Table 6).  특히, Pleurospermum uralense(왜우산풀)의 염기서

열이 690 bp로 가장 짧았고, Bupleurum속, Sanicula속, Hydrocotyle

속 분류군들은 모두 696 bp였으며, Sphallerocarpus gracilis(무산상

자)의 염기서열은 701 bp였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matK 구간의 G+C 비율은 34.2–37.8 

%로, Hyrdorocotyle yabei(제주피막이)의 G+C 비율이 34.2 %로 가

장 낮았으며, B. euphorbioides(등 시호)의 G+C 비율이 37.8 %로 가

장 높았다 (Table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84분류군 189개체의 염기

서열을 정렬한 결과  총 702 bp로 정렬되었다 (Table 6).  정렬된 전

체 matK 염기서열 중 3부분에서 1–12 bp 크기의 gap이 나타났다 

(Appendix 2).  한편, 정렬된 matK 염기서열 702 bp 중 280 sites가 

variable sites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전체 염기서열의 39.9 %에 해당

되며, 이는 조사된 엽록체 DNA 5개 구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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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의 분류군간 

matK 구간의 염기변이(interspecific K2P distance)는 0–0.9 %,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의 염기변이는 0–0.8 %로 비교적 낮

았으나,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16.6 %로 현저

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Sanicul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1.2–6.6 %이었으며,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2–

12.4 %로 비교적 큰 폭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들 사이에서는 1.8–11 %로 각 

아과 내 분류군간의 염기변이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의 염기변

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atK구간은 미나리과의 과내 분류군들의 계통학적 연구를 수행하

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divergence rate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Plunkett et al., 1996a, b).  미나리과에서 전체 matK 유전자의 크기

는 약 1500 bp이며, 미나리과와 두릅나무과 이외에도 다른 과 분류군의 

분자계통학적 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 (Pleunkett et al., 1996a, b).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들에 있어 matK 구간은 길이의 변이는 매우 

적으나, informative sites 수는 268 sites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3) atpF-atpH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34속 84분류군과 외군으로 선정

된 두릅나무과 4개 분류군의 엽록체 DNA atpF-atpH 구간의 염기서열

이 결정되었으며, 그 길이와 정렬된 염기서열은 각각 Table 6와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atpF-atpH 

구간의 길이의 변이는 315–410 bp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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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taenia japonica(파드득나물)의 염기서열이 315 bp로 가장 짧았

고, Bupleurum komarovianum(시호)의 염기서열이 410 bp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atpF-atpH 구간의 G+C 비율은 28.5–

38.8 %로 비율의 변이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84분류군 189개체의 염기서열을 정렬한 결과, 총 573 bp로 정

렬되었다 (Table 6).  정렬된 전체 573 bp의 atpF-atpH 염기서열 중 

182 sites가 variable sites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31.4 %에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간 

atpF-atpH 구간의 염기변이(interspecific K2P distance)는 0.2–1.5 

%,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의 염기변이는 0.2–0.8 %로 비교

적 낮으나,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9.4 %로 현저

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6).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5–6.6 %이었으며,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Api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

는 8.2–10.1 %로 큰 폭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Table 6).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에서는 7–9.8 

%로 각 아과 내 분류군간의 염기변이에 비해 높았으나,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의 염기변

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4) psbK-psbI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34속 84분류군과 외군으로 선정

된 두릅나무과 4개 분류군의 엽록체 DNA psbK-psbI 구간의 염기서열

이 결정되었으며, 그 길이와 정렬된 염기서열은 각각 Table 6와 

Appendix 4에 제시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psbK-psbI 

구간의 길이의 변이는 196–382 bp으로 길이 변이의 폭이 매우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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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Table 6).  Angelica acutiloba의 염기서열이 139 bp로 

가장 짧았고, Torilis scabra의 염기서열이 439 bp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atpF-atpH 구간의 G+C 비율은 28.1–

35.9 %로 비율의 변이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atpF-atpH 

구간의 G+C 비율의 변이 폭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84분류군 189개체의 염기서열을 정렬한 결과  총 

528 bp로 정렬되었다 (Table 6).  정렬된 전체 528 bp의 psbK-psbI 

염기서열 중 181 sites가 variable sites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34.3 %에 해당되며, 이는 non-coding 3개 구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또한, psbK-psbI IGS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미

나리아과의 일부 분류군들은 길이 300 bp 정도의 큰 indels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Appendix 4).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간 

psbK-psbI 구간의 염기변이(interspecific K2P distance)는 0.2–1.4 

%,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의 염기변이는 0–0.1 %로 매우 낮

으나,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14.2 %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6).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8–2.3 %이었으며,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Api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

는 6–16.2 %로 큰 폭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Subfam. Saniculoideae

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에서는 3.4–17 %로 각 아과 내 분

류군간의 염기변이에 비해 높았으나,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

군과 subfam. Apioideae 사이의 염기변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6).

  (5) psbA-trnH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34속 84분류군과 외군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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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두릅나무과 4개 분류군의 엽록체 DNA psbA-trnH 구간의 염기서열

이 결정되었으며, 그 길이와 정렬된 염기서열은 각각 Table 6와 

Appendix 5에 제시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psbA-trnH 

구간의 길이의 변이는 139–459 bp으로 길이 변이의 폭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6).  Torilis japonica(사상자)의 염기서열이 139 

bp로 가장 짧았고, Sanicula chinensis(참반디)의 염기서열이 459 bp

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psbA-trnH 구간의 G+C 비율은 23.8–

40.3 %로 비율의 변이 폭이 엽록체 DNA 5개 구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84분류군 189개체의 염기서

열을 정렬한 결과  총 877 bp로 정렬되었다 (Table 6).  정렬된 전체 

877 bp의 psbA-trnH 염기서열 중 298 sites가 variable sites로 판명

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31.2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중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군간 

psbA-trnH 구간의 염기변이(interspecific K2P distance)는 0.3–1.4 

%, 참반디아과 분류군간의 염기변이는 0.2–0.7 %로 비교적 낮으나, 

subfam. Apioideae의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0–18.2 %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3–7.5 %이었으며, subfam. 

Hydrocotyloideae와 subfam. Apioideae 분류군간 염기변이는 6.2–

20.5 %로 큰 폭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Subfam. Saniculoideae 분류군

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에서는 7–19.8 %로 각 아과 내 분

류군간의 염기변이에 비해 높았으나, subfam. Hydrocotyloideae 분류

군과 subfam. Apioideae 분류군 사이의 염기변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sbA-trnH 구간은 핵 DNA ITS 구간과 함께 

미나리과의 속 및 종 수준의 분류군 집단간 유연관계를 밝히는 데에 유

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Downie et al.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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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istics for the cpDNA barcode regions used in this 

study.

 rbcL matK
atpF-
atpH

psbK-
psbI

psbA-
trnH

Five   
regions 
combined

N  accessions 189 189 189 189 189 189

Sequence length 
(bp)

535 690-702 315-410 196-382 139-459 2008-

2403

Aligned length 
(bp)

535 702 573 528 877 3215

G+C ratio (%) 42.4-

45.2

34.2-

37.8

28.5-

38.8

28.1-

35.9

23.8-

40.3

34.7-

38.6

N variable 
characters

(% variable 
characters)

86

(16.7)

280

(39.9)

182

(31.4)

181

(34.3)

298

(31.2)

820

(31.1)

Interspecific 

K2P distance 
(mean)*

0-0.0627

(0.0146)

0-0.1664

(0.0503)

0-0.1247

(0.0435)

0-0.2240

(0.0662)

0-0.2574

(0.0789)

0-0.1249

(0.0441)

Intraspecific 

K2P distance 
(mean)*

0-0.0151

(0.0009)

0-0.0380

(0.0022)

0.0323

(0.0024)

0.0650

(0.0024)

0-0.1263

(0.0091)

0-0.0134

(0.0025)

* Outgroup taxa excluded 

 2)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속 및 종간 계통적 유연관계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계통분석을 위해 엽록체 

DNA 5개 구간을 유합하여 NJ분석을 통해 계통수를 산출하였다 (Fig. 

17).  그 결과,  NJ계통수에서 한반도 자생 미나리과 식물은 3개의 아

과[subfams. Hydrocotyloideae(피막이아과), Saniculoideae(참반디아

과), Apioideae(미나리아과)]로 구분되어 (Fig. 17), 본 연구에서 분석

된 엽록체 DNA 5개 구간은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의 계통적 유연관

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유용한 구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1) Subfam. Hydrocotyloideae (피막이아과)의 계통 및 분류학적 위치

    미나리과는 두릅나무과와 함께 미나리목(Apiales)에 속하는 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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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그룹은 산형화서와 5수성인 꽃을 갖는 등의 공통적인 형태적 

특징이 있다.  미나리과 식물은 주로 온 지방에 분포하며, 초본인 습성

을 갖고, 내과피(endocarp)가 목질화(woody)되지 않는 반면, 두릅나무

과 식물은 주로 열 지방에 분포하며, 목본인 습성을 갖고, 내과피가 목

질화 되는 특징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Plunkett et al,. 1997).  그러

나, 일부 분류군은 습성, 잎 및/또는 열매의 형태적 특징이 미나리과와 

두릅나무과의 중간적 특징을 가지며,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 두 그룹

간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두 분류군 집단의 한계는 모

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Liu et al., 2016; Plunkett et al., 1996a, b, 

1997).  또한, 외부형태학적인 특징을 근거로 미나리과로 분류되어오던 

Myodocarpus속, Klotzschia속, Mackinlaya속 및 Hydrocotyle속 분류

군들은 화분학적 및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나리과와 두릅

나무과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Baumann, 1946; 

Philipson, 1951; Shoup and Tseng, 1977).  

    한반도에는 subfam. Hydrocotyloideae의 Hydrocotyle속 5종 (H. 

nepalensis; 큰잎피막이, H. ramiflora; 큰피막이, H. maritima; 선피막

이, H. sibthorpioides; 피막이, H. yabei; 제주피막이) 및 Centella속 1

종 (C. asiatica; 병풀) 등 총 2속 6종이 분포한다.  본 연구 결과 얻어

진 NJ계통수 상에서, Hydrocotyle속 5종은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으

나, Hydrocotyle속과 Centella속은 단일계통군(monophyletic group)

을 형성하지 않았다 (Fig. 17).  이는 subfam. Hydrocotyloideae가 다

계통군 (polyphyletic group)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 (Plunkett et al., 

1999; Nicolas and Plunkett, 2009)를 뒷받침한다.  

    Hydrocotyle속은 초본인 생육 습성, 2열하는 주두 등을 갖는 점에 

있어서는 미나리과 분류군들과 가까우나(Drude, 1898; Hiroe and 

Constance, 1958; Bean & Hanwood, 2003; Sheh et al., 2005), 잎

이 단엽으로, 전연 또는 장상으로 갈리며, 화판의 너비가 넓고, 열매의 

내과피가 목질화되는 특징은 두릅나무과에 가깝다 (Plunkett and 



78

Lowry, 2001).  이 전에 이루어진 분자계통학적 연구(Nisolas and 

Plunkett, 2009)에 의하면 Hydrocotyle속은 핵심 미나리과 분계군

(core Apiaceae)이 아닌, 핵심 두릅나무과 분계군(core Araliaceae)에 

포함되었다.  

    Centella속은 2열하는 주두, 기부에 화조를 갖는 화판, 그리고 줄기

를 감싸는 엽초 등을 갖는 점에 있어서 미나리과에 가깝다 (Philipson, 

1951; Lowry, 1986).  그러나, Plunkett et al.(1997)이 엽록체 DNA 

rbcL 및 matK 구간의 염기서열을 통해 수행한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

과, 두 구간의 유합 자료로 얻어진 MP 계통수에서 본 속은 Mackinlaya

속, Micropleura속 및 Delarbrea속과 함께 유집되어 (Mackinlaya 그

룹), 핵심 미나리과(core Apiaceae) 및 핵심 두릅나무과(core 

Araliaceae) 분계군의 기부에 유집되었다.  Centella속을 포함하는 

Mackinlaya 그룹은 형태적으로 미나리목의 조상 형질 (ancestral 

character)인, 측면으로 강하게 납작한 분과, 분과와 이생하는 분과병, 

갈리지 않는 잎(단엽)을 가진다 (Plunkett et al., 1996a, b, 1997).

    본 연구에서는, 두 속 모두 초본이며, 성숙하면 2개의 분과로 갈리

는 분열과를 갖는 외부 형태학적 특징을 근거로 미나리과로 처리하였다.

(2) Subfam. Saniculoideae (참반디아과)의 계통

    Subfam. Saniculoideae는 내과피에 유조직이 있으며, 과피가 인편

으로 덮여있고, 유관은 흔히 흔적적이거나 없으며, 화서는 단산형화서 

또는 두상화서인 특징 등에 의해 subfam. Hydrocotyleoideae 및 

subfam. Apioideae와 뚜렷이 구분된다 (Drude, 1989; Froebe, 1964; 

Tseng, 1967; Crowden et al., 1969; Pickering and Fairbrothers, 

1970).  Subfam. Saniculoideae는 전 세계적으로 9속 (Hacquetia 

Neck., Sanicula L., Astrantia L., Actinolema Fenzl., Alepidea 

Delar., Eryngium L., Lagoecia L., Petagnia Cuss. 및 Arctopus L.)

을 포함하며, 한반도에는 Sanicula속(참반디속) 3종 (San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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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nse; 참반디, S. tuberculata; 애기참반디, S. rubriflora; 붉은참반

디)이 분포한다.  Sanicula속은 잎의 단엽이며 깊게 3 또는 5열하고, 분

과 표면에 돌기 및 피침이 있으며, 분과병이 없는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

여 학자에 따라 2절 내지 10절로 구분했으며(Candolle, 1829, 1830; 

Drude, 1898; Wolff, 1913), Koso-Poliansky(1916)는 3속으로 나누

기도 하였다.  Shan and Constance(1951)는 세계산 Sanicula속 식물

에 한 비교 형태학적 연구를 통하여, 화판의 색, 종자 복면의 형태 및 

열매 표면의 피침 및 돌기의 분포 양상 등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본 속

을 5절(sections Tuberculatae, Sanicula, Pseudopetagnia, 

Sandwicenses, Sanicoria)로 분류하였다.  한반도에는 줄기가 분지하지 

않고, 개체당 정생하는 단산형화서가 1개만 달리며, 열매는 표면에 혹 

모양의 돌기가 있고 상부에만 피침이 분포하는 Tuberculatae절 2종(S. 

tuberculata 및 S. rubriflora) 및 줄기가 다수 분지하고, 화서는 기산화

서 모양으로 배열되며, 열매는 전체가 갈고리 모양의 피침으로 덮여있는 

Sanicula절 1종(S. chinensis)이 분포한다.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Sanicula속 3종은 NJ계통수 상에서 Hydrocotyle속 분류군들 다음으로 

분지되면서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다 (Fig. 17).   

(3) Subfam. Apioideae (미나리아과)의 계통

    Subfam. Apioideae는 내과피에 유조직이 있으며, 분과병은 둘로 

갈리고, 유관은 뚜렷하며, 화서는 복산형화서인 특징 등에 의해 과내 아

른 아과들과 구분된다 (Drude, 1989; Froebe, 1964; Tseng, 1967; 

Crowden et al., 1969; Pickering and Fairbrothers, 1970).      

Drude(1898)는 subfam. Apioideae에 8족 10아족을 설정하였나, 여러 

분자진화적 연구 결과, 그가 설정한 다수의 족 및 아족이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Downie & Katz-Downie, 1996; 

Kondo et al., 1996; Plunkett et al., 1996a, b; Downie et al., 

1996, 1998, 2000; Valiejo-Roman et al., 1998; Katz-Downie et 



80

al., 1999; Plunkett & Downie, 1999).  Pimenov and 

Leonov(1993)은 비교 형태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subfam. Apioideae

를 Drude(1898)와 다르게 12족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전체 404속

의 subfam. Apioideae 식물 중 189속을 Apieae족에 포함시켰으나, 일

부 분류군의 경우, 주요 식별형질의 형태 변이로 인해 분류군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였다 (Pimenov and Leonov, 1993).  위와 같이 

분류학적 문제가 누적된 subfam. Apioideae의 분류체계를 정립하기 위

하여, Downie et al.(2001)은 핵 DNA ITS, 엽록체 DNA rpl16 

intron, rps16 intron, rpoC1 intron, matK, rbcL 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ubfam. Apioideae는 각각 단일계통군을 형성하

는 10개의 족 (tribes Aciphylleae, Bupleureae, Careae, 

Ecgubiogireae, Heteromorphea, Oenantheae, Pleurospermeae, 

Pyramidoptereae, Scandiceae, Smyrnieae) 및 7계통군 [clades 

Heracleum, Angelica, Apium, Komarovia, Ferula, Conium, 

Ligusticum]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한반도산 subfam. 

Apioideae는 4족(Careae, Scandiceae, Bupleureae, Oenanthe) 4 계

통군 (clades Angelica, Apium, Heracleum, Pimpinella)으로 분류되

었다 (Fig. 17).

  ① Bupleureae족

    한반도에는 Bupleureae족의 Bupleurum(시호속)이 분포하며, NJ계

통수에서 본 속 식물들은 subfam. Apioideae 분류군들 중 가장 먼저 

분지하여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다 (Fig. 17).  Bupleurum komaro 

vianum(시호)는 러시아, 몽골 및 중국 동북부에 분포하며, 한반도에서

는 전도의 산지 및 구릉지의 초지에 생육한다.  한반도산 B. 

komarovianum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B. falcatum으로 동정되어 왔으

나 (Nakai, 1914; 정, 1957; 박, 1974; 이, 1980; 이, 1996, 이, 

2007), 잎의 형태가 피침형, 도피침형, 좁은 타원형 또는 간혹 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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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Neighbour-joining (NJ) tree based on the combined 

data sets of rbcL, matK, atpF-atpH, psbK-psbI and psbA-trnH 

obtained from Apiaceae tax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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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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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형이며, 크기 8-16.5 × 0.8-1.2 cm로, 유럽에 분포하는 B. 

falcatum에 비해 너비가 좁고, 염색체의 수가 2n = 8개인 특징을 근거

로 재동정한 결과, B. komarovianum인 것으로 밝혀졌다.  Bupleurum 

longiradiatum var. breviradiatum(좀시호)는 모종에 비해 키가 작고 

(38-65 cm), 소총포편, 소산경 및 소화경의 길이가 훨씬 짧으며, 전북 

덕유산, 제주 한라산 등 고산의 초지에 분포하는 것을 새로이 확인하였

다.  Bupleurum scorzonerifolium(참시호)는 경생엽의 엽저가 유저이

고, 줄기를 감싸지 않는다는 특징에 의해 B. komarovianum의 변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잎이 피침형,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엽맥이 

7-9개이고, 소화경의 길이가 2-3 mm라는 특징에 의해 구분되며, 엽록

체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므로, B. 

komarovianum의 변종이 아닌 독립된 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으

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Bupleurum속 식물이 총 6분류군 [B. 

komarovianum 시호, B. scorzonerifolium 참시호, B. longiradiatum 

var. longiradiatum 개시호, B. longiradiatum var. leveillei 좀시호, B. 

euphorbioides 등 시호, B. latissimum, 섬시호]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Careae족 

    Aegopodium속(왜방풍속) 및 Cyclospermum속(솔잎미나리속)은 

Pimenov and Leonov(1993)에서 Apieae족에 포함되었고, 이후 여러 

분자진화적 연구(Plunkett et al,. 1996a, b; Downie et al., 2001)를 

통해 Careae족으로 처리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한반도에는 

Aegopodium속 1종 A. alpestre; 왜방풍) 및 Cyclospermum속 1종 

(C. leptophyllum; 솔잎미나리) 등 2속 2종이 분포한다.  Aegopodium 

alpestre은 NJ계통수에서 Angelica clade의 기부에 유집되었으며, 

Cyclospermum leptophyllum는 Apium clade에 속하는 Foeniculum 

vulgare(회향)과 자매군으로 유집되어 Aegopodium alpestre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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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되었다 (Fig. 17).  

  ③ Scandiceae족 

    Anthriscus속(전호속) 분류군들은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으며, 

Osmorhiza속(긴사상자속) 및 Sphallerocarpus속(무산상자속)과 자매군

으로 강하게 지지되었다 (BS=100%) (Fig. 17).  이는 기존의 여러 분

자계통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Pimenov and Leonov, 

1993; Downie et al., 2000; Zhou et al., 2009).  Anthriscus속, 

Osmorhiza속 및 Sphallerocarpus속 식물은 형태적으로 분열과가 길게 

신장되며, 원주형 또는 곤봉형이고, 화주판은 높은 원추형인 특징에 의

해 Scandiceae족 Scandicinae아족에 포함된다 (Pimenov and Leonov, 

1993; Downie et al., 2001).  본 연구 결과, 한반도에는 Anthriscus

속 3분류군 (A. sylvestris subsp. sylvestris; 전호, subsp. 

nemorosa; 털전호, A. caucalis ;유럽전호), Osmorhiza속 1종(O. 

aristata; 긴사상자) 및 Sphallerocarpus속 1종 (S. gracilis; 무산상자) 

등 3속 5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orilis속(사상자속) 분

류군들과 Daucus속(당근속) 분류군들 역시 NJ계통수에서 각각 단일계

통군으로 유집되었다 (Fig. 17).  두 속은 분열과가 난형 또는 타원형이

고, 분과 표면에 피침이 밀생하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각각 

Scandiceae족 Torilidinae아족 및 Daucinae아족에 포함된다 (Pimenov 

and Leonov, 1993; Downie et al., 2001).  Downie et al. (2001)은 

핵 DNA ITS, 엽록체 DNA rpl16 intron, rps16 intron, rpoC1 

intron, matK, rbcL구간의 염기서열의 유합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서, Scandiceae족에 속하는 3아족 (Scandicinae아족, Torilidinae아족 

및 Daucinae아족)이 자매군으로 강하게 지지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NJ계통수에서 Scandicinae아족은 Apium clade에 포함되었고, 

Torilidinae아족은 Apium clade의 기부에 유집되었으며, Daucinae아족

은 Apium clade와 Torilidinae아족이 유집된 분계군의 기부에 유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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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7).

  ④ Oenantheae족

  Cicuta속 및 Sium속 분류군은 NJ계통수에서 각각 단일계통군으로 강

하게 지지되었다 (Fig. 17).  본 연구 결과, Cicuta속 및 Sium속 분류

군들은 Cryptotaenia japonica (파드득나물) 및 Oenanthe javanica(미

나리)와 함께 단일계통군으로 강하게 지지되었으며(BP=100%), 이는 

Downie et al.(2001)의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

서, 한반도에는  Oenanthe족 식물 Cicuta속 2분류군(C. virosa var. 

virosa 독미나리, var. stricta 가는잎독미나리), Sium속 3분류군(S. 

suave 개발나물, S. ninsi 감자개발나물, S. ternifolium 세잎개발나물), 

Cryptotaenia japonica 및 Oenanthe javanica 등 총 4속 7분류군이 

생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Angelica clade

    Angelica속(당귀속)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미나리과 분류군 중 가

장 많은 종을 포함하는 속으로, 형태의 변이가 심해 분류학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있는 속이다.  본 속 식물은 전 세계에 약 110종이 분포

하며, 광의의 Angelica속은 Ostericum속(묏미나리속), Archangelica속, 

Czernaevia속, Coelopleurum속을 포함한다 (Downie et al., 1999; 

Feng et al., 2009).  본 연구 결과, 한반도에 자생하는 Angelica속 12

종은 하나의 집단으로 유집되었으며, Glehnia속 분류군(G. littoralis)과 

자매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ig. 17).  본 속은 또한, 

Pimenov and Leonov(1993)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Angeliceae족에 

포함되나,   Downie et al.(2001)은 세계산 미나리과 식물의 분자계통

학적 연구에서, 본 속 및 Aethusa속, Endressia속, Spermolepsis속 등

을 Angelica clade집단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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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pium clade

    Foeniculum vulgare(회향)은 지중해 연안이 원산으로, 전 세계적으

로 식용으로 널리 재배되는 분류군이며, 한반도에서도 널리 재배된다.  

Foeniculum속은 Pimenov and Leonov(1993)에 의해 Apieae족으로 

처리되었으나, 분자계통학적인 연구 결과 (Downie et al., 2001), 본 

속은 Anethum속과 자매군으로 유집되었으며, Apium속, Conium속과 

함께 Apium clade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Foeniculum vulgare

은 Downie et al.,(2001)의 연구 결과 Careae족으로 분류된 

Cyclospermum leptophyllum(솔잎미나리)과 자매군으로 강하게 지지되

었다 (Fig. 17).  Cyclospermum leptophyllum는 이 전에 여러 학자들

에 의해 Apium속으로 처리되었던 분류군이며 [A. leptophyllum 

(Pers.) F. Muell ex Benth.], Foeniculum vulgare과는 분과의 

primary ribs가 실 모양이라는 점에서 형태적인 차이가 있으나, 두 종은 

모두 소총포편이 없고, 악편이 불분명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따

라서, Cyclospermum leptophyllum의 분류학적 위치에 하여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두 속을 서로 다른 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에 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Cnidium속(천궁속)은 한반도산 4종이 각각 3개의 독립된 분

계를 형성하였으며, 1) Cnidium monnieri(벌사상자) 및 C. japonicum

(갯사상자) 집단, 2) C. dahuricum(사동미나리),  3) C. officinale(천

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  Ligusticum(기름당귀속) 

또한 한반도산 3종(L. hultenii 기름당귀, L. tsusimense 마참나물, 

L. tachiroei 개회향)이 각각 3개의 독립된 분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Cnidium속 및 Ligusticum속이 다계통군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⑦ Ligusticum tsusimense( 마참나물)의 분류학적 위치

    Ligusticum tsusimense( 마참나물)은 1904년 Yabe가 마도에



87

서 채집된 개체를 근거로 최초로 기재하였으며, 분과가 약하게 배면으로 

납작하고, 악편이 불분명하다는 특징에 의해 Ligusticum속에 포함되었

다.  그러나 김 등(2007)은 primary ribs 5개가 모두 크기가 비슷하며 

실 모양인 형태적 특징 및 ITS 염기서열을 근거로 본 종을 Tilingia속으

로 처리하였다.  Ligusticum속은 전 세계적으로 약 60종을 포함하며, 

다른 속에 비해 1차늑이 좁은 날개를 가지고, 종자의 복면의 형태가 편

평하거나 약간 오목한 특징을 가지나, 상기 주요 식별형질들은 서식 환

경 또는 분류군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낸다.  또한, Tilingia속은 주

요 식별형질의 변이 양상이 Ligusticum속 식물에서 나타나는 변이폭에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는 Tilingia속을 Ligusticum속의 이명으로 처리하

였다.  본 연구 결과, NJ계통수에서 한반도산 Ligusticum속 분류군들은 

단일계통군으로 유집되지 않았으며 (Fig. 17), 이는 본 속이 다계통군임

을 분자계통학적으로 밝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반

도에 생육하는 마참나물은 Ligusticum속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

며, 그 학명은 L. tsusimense로 정리하였다.

  ⑧ Cymopterus melanotilingia(큰참나물)의 분류학적 위치

    Cymopterus melanotilingia(큰참나물)은 1903년 Boissieu에 의해 

Selinum melanotilingia로 처음 기재되었던 분류군으로, 잎 및 열매의 

외부 형태학적 연구를 근거로 학자에 따라 Pimpinella속(참나물속), 

Ligusticum속(기름당귀속) 및 Ostericum속(묏미나리속)으로 인식되었

다 (Nakai, 1917; Komarov, 1932; Kitagawa, 1941).  선 등(2000)

은 핵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본 종을 Ostericum속으로 처

리하였으나, 윤(2001)은 본 종에 하여 외부 형태 및 해부학적 형질을 

조사한 결과, 본 종을 Cymopterus속으로 처리하였다.  구와 김(2008)

은 Cymopterus속 식물은 주로 북아메리카에 분포하며, 잎이 우상복엽

이고, 분과에 5개의 날개를 가지나, 한반도산 큰참나물 개체들은 잎이 1

회 3출 복엽이며, 분과가 서로 비 칭이고, 분과에 3 또는 4개의 날개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핵 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볼 때 본 



88

종을 Halosciastrum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통해 얻은 비교 형태학적 결과와 기존의 형태학적 연구 결과 및 문

헌조사를 토 로, 본 분류군은 Cymopterus속 보다 Halosciastrum속으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⑨ Angelica reflexa(강활)의 분류학적 실체 

    Angelica reflexa(강활)는 한반도의 해발 약 880-1200 m의 습한 

곳에 자생하는 식물로, 오랫동안 약재로 널리 재배되어왔으나 그 야생형

(wild type) 식물은 A. genuflexa(왜천궁)으로 오동정 되어왔다 (Lee 

et al. 2013).  선 등(2000)은 A. reflexa을 엽축 및 소엽병이 무릎처

럼 굽는 등의 형태 및 ITS 염기서열을 근거로, A. genuflexa으로 동정

하였으며, Kitagawa(1971)는 본 종을 Ostericum grosseserratum(신

감채)의 이명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종은 잎의 하면의 맥 

위에 털이 없고, 소엽의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치아상 거치가 있으며, 소

산경이 20-25개이고, 분과의 접합면에 유관이 2개인 특징에 의해 A. 

genuflexa과 뚜렷이 구분된다.  본 연구 결과, A. reflexa 3개체는 엽록

체 5개 구간에서 모두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졌으며, A. genuflexa과는 

그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 genuflexa는 

잎의 하면에 털이 있고, vittae가 분과의 늑간에 1개씩, 접합면에 4개 

있다는 특징에 의해 처음 기재된 분류군으로서, 본 연구 결과 한반도 남

부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A. genuflexa의 시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외부형태 및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A. 

reflexa와의 유연관계를 밝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Sillaphyton podagraria(덕우기름나물)의 분류학적 위치 

    Peucedanum insolens(덕우기름나물)은 Kitagawa(1972)가 강원

도 덕우산에서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기재된 한반도 특산종으로, 유럽에 

분포하는 P. cervaria (L.) Cusson과 유사하나 소엽병이 있으며, 미성

숙 분과의 dorsal ribs는 완전히 2갈래로 갈라져있으나 성숙하면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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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합되는 특징에 의해 다른 속 식물들과 구분된다 (Kitagawa, 1972).  

최근 Pimenov et al.(2016)은 본 종을 근생엽이 3 또는 4회 3출복엽

이며, 분과의 dorsal ribs가 뚜렷하지 않다는 형태적 특징 및 핵 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신속인 Sillaphyton속으로 전이하여, 그 

학명을 S. podagraria로 보고하였다.   Kitagawa는 강원도 덕우산에서 

채집된 개체를 근거로 1972년에 Peucedanum insolens Kitag.를 발표

하였으며, 그 확증표본을 일본의 동경 학교 표본관(TI)에 소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 종은 한국의 중부 지역 해발 약 1000m에서 채집

된 개체를 근거로 1903년에 Boissieu에 의해 Peucedanum podagraria 

H. Boissieu로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으며, 그 확증표본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P)에 소장되었다.  따라서, Pimenov et al.(2016)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덕우기름나물의 학명을 Sillaphyton podagraria (H. 

Boissieu) Pimenov로 발표하며, P. insolens를 이명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Lee et al.(2017)은 Pimenov et al.(2016)과 마찬가지로 외부 

형태학적 특징 및 핵DNA ITS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본 종을 신속

인 Wangsania속으로 전이하며, Kitagawa가 발표한 종소명을 따라 W. 

insolens (Kitag.) B.Y. Lee & J.O. Hyun으로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엽록체 DNA 5개구간의 염기서열

을 근거로 본 분류군의 계통분류학적 위치를 재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NJ 유합계통수 상에서 Sillaphyton podagraria는 Oenanthe족 분

류군 집단과 자매군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7).  그러나, 엽

록체 DNA 5개구간의 유합자료에서 두 그룹의 염기변이율은 5.5-6.2%

로 많은 차이가 있었고, 다른 속 분류군들과의 유연관계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핵DNA ITS구간을 근거로 산

출된 Pimenov et al.(2016)과 Lee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된 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

다.  본 속은 계통수 상에서 자매군으로 나타난 분류군 집단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분류군에 한 형태학적 및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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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여 속 이상의 정확한 분류학적 계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Angelica tenuissima (고본)의 분류학적 위치 

    Angelica tenuissima Nakai(고본)는 Nakai(1919)에 의해 처음으

로 Angelica속 식물로 기재되었으나, 최근의 형태학적 연구 결과 분과의 

접합면이 좁고, 1차늑 5개가 모두 날개로 발달한다는 특징에 의해 

Conioselinum Fischer ex Hoffm.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진 바 있다 (Pimenov et al., 2003).  본 연구 결과, 본 종은 Angelica

속 식물들과 유집되지 않고 C. camtsaticum Rupr.과 자매군을 이루어 

(Fig. 17), 최근의 형태학적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자생하는 고본을 Angelica속이 아닌 Conioselinum속으로 인식하여 그 

학명을 C. tenuissinum (Nakai) Pimenov & Kljuykov으로 처리하였

다.  또한, Ostericum속은 한국산 3종이 하나의 집단에 포함되었으나, 

동일한 집단 내에 Pterygophyllum neurophyllum (Maxim.) Kitag. 

(서울개발나물)과 Cymopterus melanotilingia (H. Boissieu) C. Y. 

Yoon (큰참나물)이 유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

 ⑫ Libanotis속 2종의 실체

  Taquet에 의해 1907년 제주도 한라산에서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기

재된 Libanotis Haller ex Zinn속의 Libanotis coreana (H. Wolff) 

Kitag. (털기름나물)는 그 분류학적 실체 및 한반도 분포 여부가 불분명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본 종은 제주도 한라산 및 백두산의 고산지

에 분포하며, 키 0.3-1.2 m이고, 잎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잎의 

최종열편이 선형이고, 분과 표면에 털이 산생 내지 밀생하는 등 뚜렷한 

특징이 있으며(정, 1957; 이, 1996), NJ 계통수 상에서 강원도 산간에 

생육하는 가는잎방풍[L. seseloides (Fisch. & C. A. Mey. ex 

Turcz.) Turcz.]과 자매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독립된 분류군으

로 처리하였다 (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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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DNA 바코드

    식물 종을 동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종의 1)주요 형태형질을 

이용하여 비교형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과 2)유전 정보를 토 로 산출

된 DNA 바코드(분자 표지인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Herbert et al., 2003; Newmaster et al., 2006).  생물종을 판별하

기 위해 DNA 바코드(분자 표지인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연구는 

Herbert et al.(2003)이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관속 식물

을 상으로 DNA 바코드 염기서열을 이용한 종 판별 분석이 시도되었

다 (Chase et al., 2005; Lahaye et al., 2008; Shneyer, 2009; Wiel 

et al., 2009; Wang et al., 2010; Hollingsworth, 2011; Gu et al., 

2011; Ni et al., 2012; Theodoridis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엽록체 DNA 구간은 CBOL Plant Working Group(2009)이 관속

식물의 DNA 바코드 염기서열 구간으로 제시한 4개의 coding 구간

(matK, rbcL, rpoB, rpoC1) 및 3개의 non-coding 구간(atpF-atpH, 

psbK-psbI, psbA-trnH) 등 총 7개 엽록체 DNA 구간 중 5개 구간

(matK, rbcL, atpF-atpH, psbK-psbI, psbA-trnH)이며, 이들의 염

기서열은 각각 universial primer를 이용하여 생산되었다(Table 4).  

그 결과 총 35속 82분류군 207개체에 한 1015개의 바코드 염기서열

이 생산되었다.  

1) 바코드 염기서열 산출 성공률

    염기서열 산출 성공률은 rbcL 구간에서 99.0 %로 가장 높았고, 

atpF-atpH, psbK-psbI 및 psbA-trnH 구간에서 동일하게 98.1 %였

으며, matK 구간에서는 97.6 %로, 5개 구간에서 모두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 (Table 7).  종 수준에서 바코드 염기서열은 DNA 샘플의 상

태가 온전치 못한 일부 개체의 경우 (예; 오래되어 DNA fragment가 

심하게 degrade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 성공하였으며, 종 

수준에서는 모든 종의 바코드 염기서열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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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rcode success rate of five cpDNA regions for 
Apiaceae in Korea. 

DNA region

rbcL matK atpF-atpH 
psbK-psb

I
trnH-
psbA

N of taxa analyzed
(N of individual)

82 (205) 82 (208) 82 (207) 82 (207) 82 (207)

N of taxa produced
(N of individual)

82 (203) 82 (203) 82 (203) 82 (203) 82 (203)

Barcod success rate 
(%)* 99.0 97.6 98.1 98.1 98.1

* N of produced individual / N of analyzed individual × 100

산 미나리과 식물의 바코드 염기서열 산출 성공률은 종 수준에서 100%

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모든 구간의 염기서열은 각각 universial primer

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Tables 3, 6). 

2) 바코드 염기서열의 길이

    육상 식물의 DNA 바코드 염기서열로서 가장 적합한 염기서열 길이

는 400-800 bp로 알려져 있다(Chase, 2007; Kress and Erickson, 

2008; CBOL Plant Working Group, 2009).  이러한 염기서열 길이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PCR 실험에서 염기서열이 한번에 증

폭이 한번에 성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또한 종 또는 종 하위 분류군을 

판별하기에 적합한 염기서열의 변이(sequence variation)를 반영한다 

(Kress and Erickson,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5개 구간의 염기서

열의 길이는 정렬 후 528-877 bp로, DNA 바코드 표지인자로서 적합

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구간별 DNA 바코드 종 판별 해상능

    본 연구에서 산출된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염기서열 자료들을 각

각 독립적인 구간 및 다양한 조합의 유합자료로 만들어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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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Saitou and Nei, 1987)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NJ계통수를 작성하였다.  NJ 계통수(Fig. 17)를 바탕으로 종 판별

(tree-based identification)을 시도한 결과, 단일 구간의 종 판별 해상

능은 rbcL구간이 5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matK 구간이 82.5%

로 가장 높게 나타나 1개 구간을 바코드로 이용할 경우, matK구간이 미

나리과 식물의 종 판별에 있어 가장 유용한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2개 이상의 바코드 구간을 조합했을 경우 종 판별 해상능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2개 구간 조합은 최소 72.5%(rbcL + 

psbK-psbI)에서 최  92.3%(matK + psbA-trnH)으로 나타났다.  3

개 구간을 조합할 경우, 종 판별 해상능은 최소 76.3%(rbcL + 

atpF-atpH + psbK-psbI)였으며, 최  92.3%(matK + psbK-psbI 

+ psbA-trnH 및 matK + atpF-atpH + psbA-trnH)로, matK 및 

psbA-trnH이 함께 조합된 경우에 가장 높은 해상능을 보였다.  4개 구

간을 조합할 경우, 종 판별 해상능은 최소 82.5%(rbcL + matK + 

atpF-atpH + psbK-psbI)로, 5가지 경우 중 유일하게 psbA-trnH 구

간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에서 나타났으며, psbA-trnH을 포함하는 나머

지 4가지 조합의 경우 모두 최 치인 92.3%(rbcL + matK + 

atpF-atpH + psbA-trnH, rbcL + atpF-atpH + + psbK-psbI + 

psbA-trnH, rbcL + matK + psbK-psbI + psbA-trnH,  및 matK 

+ atpF-atpH + psbK-psbI + psbA-trnH)의 해상능을 나타내었다 

(Table 8).  한편, 모든 가능한 조합의 경우 중 종 판별 해상능의 최

치는 바코드 5개 구간 모두를 포함하는 조합에서 나타났다 (96.2%; 

Table 8).  따라서 5개 구간 조합의 바코드를 이용하면 한반도 자생 미

나리과 식물 부분의 종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Fig. 17).

     바코드 5개 구간을 조합할 경우 종판별이 되지 않는 분류군은 

Pimpinella속(참나물속)의 P. brachycarpa var. brachycarpa(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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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N species
(N 
accessions)

Species 
resolution 
(%)

rbcL 82 (203) 55.0

matK 82 (203) 82.5

atpF-atpH 82 (203) 72.5

psbK-psbI 82 (203) 62.5

psbA-trnH 82 (203) 75.0

rbcL + matK 82 (203) 85.0

rbcL + atpF-atpH 82 (203) 78.8

rbcL + psbK-psbI 82 (203) 72.5

rbcL + psbA-trnH 82 (203) 77.5

matK + atpF-atpH 82 (203) 83.8

matK + psbK-psbI 82 (203) 78.8

matK + psbA-trnH 82 (203) 92.3

atpF-atpH + psbK-psbI 82 (203) 75.0

atpF-atpH + psbA-trnH 82 (203) 81.3

psbK-psbI + psbA-trnH 82 (203) 75.0

rbcL + matK + atpF-atpH 82 (203) 81.3

rbcL + matK + psbK-psbI 82 (203) 80.0

rbcL + matK + psbA-trnH 82 (203) 92.3

rbcL + atpF-atpH + psbK-psbI 82 (203) 76.3

rbcL + atpF-atpH + psbA-trnH 82 (203) 80.0

rbcL + psbK-psbI + psbA-trnH 82 (203) 78.8

matK + atpF-atpH + psbK-psbI 82 (203) 82.5

matK + atpF-atpH + psbA-trnH 82 (203) 92.3

matK + psbK-psbI + psbA-trnH 82 (203) 92.3

atpF-atpH + psbK-psbI + psbA-trnH 82 (203) 80.0

rbcL + matK + atpF-atpH + psbK-psbI 82 (203) 82.5

rbcL + matK + atpF-atpH + psbA-trnH 82 (203) 92.3

rbcL + atpF-atpH +psbK-psbI + psbA-trnH 82 (203) 92.3

Table 8.  Species resolving ability of individual cpDNA barcode 
regions and thei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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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N species
(N 
accessions)

Species 
resolution 
(%)

rbcL + matK +psbK-psbI + psbA-trnH 82 (203) 92.3

matK + atpF-atpH +psbK-psbI +psbA-trnH 82 (203) 92.3

rbcL + matK +atpF-atpH +psbK-psbI + psbA-trnH 82 (203) 96.2

Table 8. (Continued).

P. brachycarpa var. uchiyamana(그늘참나물) 및 P. hallaisanensis

(한라참나물) 등 3분류군이었다.  외부 형태학적 연구 결과,  P. 

brachycarpa var. brachycarpa와 var. uchiyamana는 경생엽의 소엽의 

결각상태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P. brachycarpa var. brachycarpa는 

소엽의 가장자리에 치아상 거치 또는 둔거치가 있고, P. brachycarpa 

var. uchiyamana는 소엽이 우상중열 내지 우상심열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P. hallaisanensis은 식물체가 전체적으로 소형이며(키 20-45 

cm), 근생엽이 모두 조락하는 특징에 의해 속내 다른 분류군들과 뚜렷

이 구분된다.  바코드 5개 구간의 염기서열에서 3분류군은 서로 변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형태학적 특징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따라서, 상기 

3분류군이 서로 어떤 유연관계가 있는지에 한 추가적인 분자계통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염기서열은 한반도산 미나

리과 식물 모든 종에 하여 universal primer를 이용해 산출이 가능하

였으며, 산출된 염기서열의 길이는 DNA 바코드 표지인자로서 적합한 

크기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NJ 계통수 상에서 한반도 자생 

미나리과 분류군 중 96.2%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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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산 기름나물속의 1신종

    본 연구기간 중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에서 채집된 

Peucedanum속 개체(Figs. 18-20)는 P. litorale(섬기름나물)과 형태

적으로 가장 유사하나, 잎이 2회 우상복엽이고, 악편이 길이 0.4-1 mm

로 뚜렷하며, 소산형화서당 꽃이 20-24개씩 달리고, 종자의 단면이 장

타원형인 특징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계통

분석 결과(Fig. 17)에서도 본 분류군은 한반도 본 속 및 다른 미나리과 

분류군들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Peucedanum속의 신종으로 인식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신종의 형태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기

재하였다.

Peucedanum chujaense K. Kim, S.-H. Oh, C.-S. Kim & C.-W. 

Park (in publication) (Figs. 18-20)

    다년생 초본으로, 키 (24 -)35 - 75(- 90) cm이다. 뿌리는 원뿌리

이고, 황백색이며, 15-30 × 0.8-1.5 cm이다.  지하경은 직립하고, 

1.5-5 × 0.6-1 cm이며, 목질화된다.  줄기는 직립하고, 다수 분지하

며, 지름 6-9 mm이고, 표면에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차 있고, 무모이

며, 기부에 마른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엽병은 길고, 기부가 엽초로 되어 줄기를 감싼다.  

근생엽은 5-20개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5.5 -)7.5 -10.5(-

12.5) cm이며, 엽초는 자주색을 띠고, 원통형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

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1 또는 2회 우

상복엽이며, 6.3–10.5 × 4.5–8.7 cm, 혁질이고,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며, 양면 모두 무모이고, 광택이 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

상 능형 또는 능형으로, 3열하며, 2.5–3.4 × 2.5–4.2 cm, 둔두, 설저이

고, 가장자리에 둔거치가 있으며, 소엽병은 없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

상 능형이고, 불규칙하게 결각되며, 1.7–2 × 1–1.5 cm, 둔두, 설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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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자리에 둔거치가 있으며, 소엽병은 없다.  근생엽의 최종열편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1.5-2 × 1-1.7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

과 유사하나 보다 약간 작으며, 경생엽의 엽병은 길이 3-7.2 cm이고, 

경생엽의 엽신은 7-9 × 5.8-6.2 cm이며, 상면의 주맥 위에만 단세포 

단포가 산생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개체당 

6-20개씩 달리고, 상부가 다소 둥글며, 지름 4.3-5.8 cm이다.  소산형

화서는 양성이고, 20-24개의 꽃이 달리며, 지름 0.7-1 cm이다.  화경

은 길이 3.8-5.2 cm이고, 선단부에 단세포 단모가 산생한다.  소산경은 

(10-)16-18개로,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길이 0.4-2.1 cm

이고, 길이가 불균일하며, 향축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

은 1-4장이고, 숙족하거나 드물게 조락하며,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

며, 4-8 × 1.5-2 mm, 예두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1-5 mm이고, 향축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4-8장이며, 피침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2-3.2 × 

0.5-1 mm이고, 예두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고, 방사상칭이다.  

악편은 5개의 치아상 열편으로 축소되며,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고, 

0.4-1 × 0.3-0.8 mm이며, 향축면은 무모이고, 배축면에 단모가 산생

한다.  화판은 백색, 5장이며, 도란형이고, 1.2-1.5 × 1-1.3 mm이며, 

선단이 안으로 굽고, 기부가 설저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5개로, 화판과 

호생하고, 화사는 실 모양이며, 길이 1.5-1.8 mm이고, 약은 2실로, 자

색이다.  암술은 1개, 심피는 2개이며, 합생하고, 자방은 하위이며, 2실

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2개이며, 이생하고, 비스듬히 서며, 

결실기에 반곡한다.  열매는 건성의 분열과로, 성숙시 2개의 분과로 갈

리며, 타원형이다.  분과병은 길이 3.2-4.2 mm이고, 길이의 1/2 정도

까지 갈린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3.5-5 × 2-2.5 mm이

고, 무모이며, dorsal ribs는 3개로, 실 모양이고, 분명하며, marginal 

ribs에는 날개가 있고, 날개는 너비 0.8-1 mm이며, 건막질이다.  2차

늑은 없다.  유관은 20-28개로, 늑간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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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개가 있고, 접합면은 너비 2-2.5 mm이다.  종자는 단면이 좁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오목하다. 

  국명: 갈기기름나물 (Gal-gi-gi-reum-na-mul; 신칭)

  서식지: 해안가의 자갈이 많은 언덕 및 산 능선

  분포: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Type: KOREA.  Jeju Prov. Jeju-si, Chuja-myeon, Chuja 

Island: Shinyang-ri, 33° 55′50.8″N, 126° 19′45.3″E, 2 m, 

24 Nov 2013, Park et al., 1601 (Holotype, SNU!), 33° 55′

49.65″N, 126° 19′43.53″E, 21 m, Park et al., 1609, 1610, 

1611, 1612, 1613; 33° 55′49.75″N, 126° 19′42.75″E, 19 

m, Park et al., 1616, 1619, 1636, 1937, 1638; 33° 55′54.46″

N, 126° 19′35.79″E, 47 m, Park et al., 1608, 1615; 33° 5

5′54.97″N, 126° 19′17.64″E, 133 m, Park et al., 1623; 

33° 55′ 53.47″N, 126° 19′26.79″E, 127 m, Park et al.,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90, 1631; 33° 54′

01.48″N, 126° 18′58.95″E, 124 m, Park et al., 1632, 1633, 

1634, 1635 (Isotypes, SNU!).

  관찰표본: KOREA.  Jeju Prov. Jeju-si, Chuja-myeon, Chuja 

Island: Shinyang-ri, 1 Dec 2010, J. Kim 31154_1, 31154_2, 

31155_1-4 (WFRC), 27 Oct. 2011, J. Kim & C. W. Kang 

33397_1-5 (WFRC).

    분류학적 처리:  본 종은 한반도 북부 및 러시아에 분포하는 

Peucedanum litorale(섬기름나물)과 공통적으로 줄기의 속이 차 있으

며, 기부에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고, 원뿌리와 지하경은 비후되며, 잎

은 혁질이고, 광택이 나며, 엽초는 원주형이고, 분과는 타원형이며, 유관

이 20-28개씩 있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P. chujaense는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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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회 우상복엽이고, 악편이 분명하며, 소산형화서당 꽃이 20-24개씩 

달리고, 종자의 단면이 장타원형인 특징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또한,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유합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NJ계통수에서도 본 

종 개체들은 독립된 분계군을 이루어(Fig. 17), 한반도산 다른 

Peucedanum속 식물들과 뚜렷이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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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hotograph of Peucedanum chujaense in their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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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hotographs of Peucedanum chujaense in their habitats.  

A. Rootstock. B. Leaf. C. Compound umbel. E.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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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Illustration of Peucedanum chujaense.  A. Habit. B. 

Flower. C. Umbellet. D. Basal leaf. E. Mericarp (dorsal view). F. 

Mericarp (cross section) (A–F = Park et al.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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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외부형태 형질을 관찰하고,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들은 

subfam. Hydrocotyloideae, subfam. Saniculoideae 및 subfam. 

Apioideae 등 3아과에 속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subfam. 

Saniculoideae 및 subfam. Apioideae는 cpDNA 5개구간의 유합자료로

부터 산출한 NJ 계통수 상에서 단일계통군으로 강하게 지지되었다 

(Fig. 17).  

    Subfam. Hydrocotyloideae는 초본인 생육 습성 및 포복하는 줄기

를 갖는 형태적 특징에 의해 미나리과로 분류되어 왔다 (Drude, 1898; 

Pimenov and Leonov, 1993).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본 아과를 분과

의 내과피가 목질화된다는 특징을 근거로 미나리과와 Araliaceae의 중

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Tseng, 1967; Rodr gez, 1971), 독

립된 과(family)로 처리하였다 (Hylander, 1945).  최근의 분자계통학

적 연구 결과, subfam. Hydrocotyloideae는 다계통군(polyphyletic 

group)으로 밝혀졌다 (Plunkett et al., 1996a, b, 1997; Downie et 

al., 1998; Nicolas and Plunkett, 2009).  

    본 연구 결과, 엽록체 DNA 5개 구간에서 Hydrocotyle속과 

Centella속은 단일계통군으로 유집되지 않아 Nicolas and Plunkett( 

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Nicolas and Plunkett(2009)은 엽

록체 DNA trnD-trnT 및 rpl16 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Hydrocotyle속을 Araliaceae로 처리하였으나, 한반도에 자생하는 

Hydrocotyle속 식물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본 속은 주두가 2열하고, 

화판의 기부에 화조가 있으며, 엽초가 발달하는 특징에 의해 미나리과 

분류군들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Subfam. Saniculoideae는 화서가 단산형화서이며, 정생하거나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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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지 끝에 기산화서 모양으로 배열되고, 분과 표면에 갈고리 모양

의 피침이 분포하며, 분과병이 없는 형태적 특징에 의해 다른 아과 식물

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엽록체 DNA 5개 구간의 염기서열

을 분석한 결과, 본 아과 식물은 subfam. Hydrocotyloideae 다음으로 

분지되어 subfam, Apioideae의 기부에 위치하였다 (Fig. 17).  한반도

에는 본 아과의 Sanicula속 3종(S. chinense; 참반디, S. tuberculata; 

애기참반디, S. rubriflora; 붉은참반디)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각 분류군들은 화서의 배열 형태, 분과 표면의 돌기 및 피침의 분포 

양상 등을 근거로 서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Subfam. Apioideae는 미나리과의 3아과중 가장 많은 분류군을 포

함하며, Drude(1898)에 의해 최초로 설정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학자

들에 의해 다양한 분류체계가 설정되어왔다 (Downie & Katz-Downie, 

1996; Kondo et al., 1996; Plunkett et al., 1996; Downie et al., 

1996, 1998, 2000; Valiejo-Roman et al., 1998; Katz-Downie et 

al., 1999; Plunkett & Downie, 1999).  최근, Downie et al.(2001)

은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subfam. Apioideae를 10족(tribes) 7계

통군(clades)으로 구분하였다.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을 상으로 엽

록체 DNA 5구간(rbcL, matK, atpF-atpH, psbK-psbI 및 

psbA-trnH)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산 subfam. Apioideae

는 4족(Bupleureae, Careae, Oenanthe, Scandiceae) 4계통군(clades 

Heracleum, Angelica, Apium, Pimpinella)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분류

군 집단은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다.  

    Bupleureae족의 Bupleurum속(시호속)은 나머지 subfam. 

Apioideae 식물과 다르게 잎이 모두 단엽이며, 화판이 황색인 특징에 

의해 형태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NJ 계통수 상에서 subfam. 

Apioideae 분류군들 중 가장 먼저 분지하여 단일계통군을 형성하였다.  

한반도에는 본 속 식물이 6분류군[B. scorzonerifolium; 참시호, B. 

komarovianum; 시호, B. longiradiatum var. longiradiatum; 개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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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ngiradiatum var. leveillei; 좀시호, B. euphorbioides; 등 시호, 

B. latissimum; 섬시호]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분류군

들은 잎의 형태 및 크기, 총포편, 소총포편 및 소산경 등 화서의 형태 

및 크기 등에 의해 서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Scandiceae족의 Anthriscus속, Osmorhiza속 및 Sphallerocarpus

속은 NJ 계통수 상에서 자매군으로 강하게 지지되었으며, 이들은 형태

적으로 분열과가 길게 신장되며, 원주형 또는 곤봉형이고, 화주판이 높

은 원추형인 특징에 의해 Scandiceae족 Scandicinae아족에 포함된다 

(Pimenov and Leonov, 1993).  한편, Scandiceae족의 Torilidinae아

족 및 Daucinae아족에 각각 포함되는 Torilis속과 Daucus속 분류군들

은 각각 단일계통군으로 유집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형태적으로 분열과

가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분과 표면에 피침이 밀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2차늑 위의 강모의 배열 상태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었다.  

    한반도 자생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분류군을 포함하는 속

은 Angelica속으로, 본 연구 결과 한반도에는 12종이 생육하며, 이들은 

서로 잎의 형태 및 결각 양상, 엽축의 형태, 복산형화서의 크기(소산경

의 수 및 소산형화서당 꽃의 수), 꽃의 형태 및 악편의 형태 등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NJ 계통수상에서 단일계통군으로 유집되었

다 (Fig. 17).  한편, Angelica tenuissima(고본)는 Nakai(1919)에 의

해 처음으로 기재되었으며, 이후 정(1957), 이(1980) 및 이(2007)는 

한반도산 고본을 A. tenuissima로 보고하였으나, 이(1996)는 본 종을 

Ligusticum tenuissimum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본은 분과

의 접합면이 좁고, 1차늑 5개가 모두 날개로 발달한다는 형태적 특징에 

의해 Coniselinum속 식물과 형태적으로 가까우며, NJ 계통수상에서 

Coniselinum속 C. camtsaticum과 자매군을 이루어, 최근의 연구 결과

를 지지하였다 (Pimenov and Kljuykov, 2003).  따라서, 그 학명을 

Coniselinum tenuissinum (Nakai) Pimenov & Kljuykov으로 처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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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usticum속은 주요 식별형질이 복잡한 양상의 형태 변이를 나타

내, 학자에 따라 그 분류학적 타당성, 한계 및 계급 설정 등에 있어 견

해차이가 심한 분류군이다.  정(1957) 및 이(1980)는‘왜당귀’를 

Ligusticum속의 L. acutilobum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1996) 및 이

(2007)은 Angelica속의 A. acutiloba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한

반도에 자생하는 왜당귀는 NJ 계통수 상에서 한반도산 나머지 Angelica 

분류군들과 단일계통군으로 유집되어 이(1996) 및 이(2007)의 견해

로 A. acutiloba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1996)

이 L. melanotilingia로 보고한 ‘큰참나물’은 윤(2001)에 의해 

Cymopterus속으로 전이되어 C. melanotilingia로 처리되었으나, 이후 

구와 김(2008)은 본 종의 분과가 비 칭하고 각각 3 또는 4개의 넓은 

날개를 갖는 형태적 특징 및 핵DNA ITS 구간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본 

종을 Halosciastrum속으로 인식하여, H. melanotilingia로 보고하였으

며, 본 연구 결과 구와 김(2008)의 견해 로 H. melanotilingia로 인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Peucedanum속은 100-120종이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열  

및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iroe, 1979; 

Pimenov & Leonov, 1993; Ostroumova & Pimenov, 1997; 

Shneyer et al., 2003),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고, 배늑은 실 모양

이며, 측늑에는 좁은 혁질 또는 건막질의 날개가 있다는 특징에 의해 과

내 다른 식물들과 구분된다 (Shneyer et al., 2003; Spalik et al., 

2004; Sheh et al., 2005).  한반도에는 본 속 식물이 3-5종이 분포하

는 것으로 기록된 바 있으나, 본 연구 결과 P. elegans(가는기름나물), 

P. japonicum var. japonicum(갯기름나물), P. litorale(섬기름나물), 

P. paishanense(두메방풍), P. terebinthaceum var. terebinthaceum 

(기름나물), var. deltoideum(산기름나물), P. coreanum(두메기름나물) 

및 P. hakuunense(백운기름나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

신종이 추가로 발견되어 총 9분류군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분류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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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이 1-3회 우상복엽 및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각 분류군들은 잎의 

최종열편의 형태(선형, 피침형, 타원형 및 좁은 도란형), 총포편 및 소총

포편의 수, 소산형화서당 꽃의 수, 악편의 형태 및 유관의 수를 기준으

로 구분된다. 

    본 연구 기간 동안 제주도 제주시 추자도에서 Peucedanum속 신분

류군이 발견되어 이를 상세히 기재하고,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분

류학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본 신종의 학명은 자생지인 추자도의 이름

에 기인하여 Peucedanum chujaense로 명명하였다 (Phytotaxa, in 

publication).  본 신종의 외부형태는 P. litorale(섬기름나물)과 가장 유

사하나, 잎이 2회 우상복엽이고, 악편이 뚜렷하며, 길이 0.4-1 mm이

고, 소산형화서당 꽃이 20-24개씩 달리며, 종자는 단면이 장타원형인 

특징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엽록체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NJ 계통수상에서 P. japonicum을 제외한 나머지 Peucedanum속 분류

군들과 함께 하나의 clade에 유집되었다.  

    미나리과 분류군은 외부 형태형질에 다양한 종간 변이가 나타나고, 

개체가 미성숙할 경우 분과(분열과)의 관찰이 어려워 종 동정에 어려움

이 많은 분류군이다.  본 연구에서는 엽록체 DNA 5개 구간(rbcL, 

matK, atpF-atpH, psbK-psbI 및 psbA-trnH)의 DNA 염기서열을 

근거로 바코드(분자 표지인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35속 

82분류군 207개체에 한 1015개의 바코드 염기서열이 생산되었다.  

Neighbor-joining(NJ) 분석을 통해 산출한 NJ 계통수를 이용하여 

tree-based identification을 시도한 결과, 종 판별 해상능은 단일 구간

의 경우 matK구간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유용한 구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able 8), 2개 이상의 구간을 조합하여 분석한 결

과, 5개 구간의 염기서열을 모두 조합할 경우에 종 판별 해상능이 최

인 96.2%로 나타났다.  이는 Pimpinella속 3분류군을 제외한 79분류군

이 모두 NJ tree상에서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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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외부 형태형질을 상세히 관찰한 결과, 한

속을 구별하는 주요 형질은 분과의 전체적인 형태 및 1차늑(배늑 및 측

늑)의 형태였다.  Conioselinum속은 1차늑 전체가 좁은 날개로 발달하

며, Oenanthe속은 1차늑이 모두 두꺼운 코르크질이고, Coriandrum속 

및 Pimpinella속의 경우 1차늑은 뚜렷하지 않고, 미약하게 발달하였다.  

일부 속의 경우, 분과 표면의 상태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Daucus속 및 Torilis속의 경우 분과 표면에 피침이 밀생하였고, 

Saposhnikovia속의 경우 분과 표면에 혹 모양의 돌기가 밀생하였다.  

간혹 악편의 형태가 속을 구분하는 형질로 유용하였으며, Angelica속은  

악편이 흔적적이고, Ostericum속은 악편이 뚜렷하였다.  종을 구별하는 

주요 형질은 Peucedanum속의 경우 분과의 유관의 수, 악편의 형태 및 

잎의 최종열편의 형태였고, Angelica속의 경우 복산형화서를 이루는 소

산경의 수, 잎 및 엽축의 형태 및 배늑의 형태가 종을 구별하는 식별형

질이었으나, Angelica reflexa(강활) 및 A. amurensis(지리강활)의 잎

은 최종열편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반도에는 subfam. Hydrocotyloideae의 

2속 6종, subfam. Saniculoideae의 1속 3종 및 subfam. Apioideae의 

32속 72종 6변종 3아종이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반도산 

subfam. Apioideae의 경우 4족[tribes Careae, Scandiceae 

(subtribes Scandicinae, Daucinae, Torilidinae), Bupleureae, 

Oenanthe] 및 4 분류군 집단(clades Angelica, Apium, Heracleum, 

Pimpinella)으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35속 80종 6변종 3아종으

로 정리하여, 이들 각 분류군의 이명을 정리하고, 상세한 기재문 및 검

색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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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분류학적 처리 

 

Apiaceae Lindl., Intr. Nat. Syst. Bot. (ed.2) 21, 1836. 

 

    일년생,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 [드물게 관목]으로, 양성화주, 웅성일가화성, 

또는 [드물게 자웅이주(Acronema)이다].  뿌리는 방추형의 원뿌리 또는 수염뿌리

이고, 간혹 줄기의 하부 마디에 부정근이 발달한다.  줄기는 직립성, 복와성 또는 포

복성이며, 속이 비어 있거나 차 있고, [드물게 뚜렷한 지상경이 발달하지 않는다].  

잎은 호생 또는 [드물게 대생]하며, 근생 및/또는 경생하고, 대개 우상복엽, 3출복

엽 또는 3출상 우상복엽이며, 드물게 단엽이고, 엽병은 있거나 없다.  엽병은 대개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거나 드물게 있다 (피막이속).  화서는 

단산형화서 또는 복산형화서이고, 드물게 1개의 꽃으로 축소되며, 흔히 기부에 총

포 (involucre)를 이루는 총포편 (bracts)이 있다.  총포편은 1장-다수이거나 없고, 

간혹 조락한다.  복산형화서의 소산형화서 (2차 산형화서)의 기부에는 흔히 소총포 

(involucel; 2차 총포)를 이루는 소총포편 (bractlets; 2차 총포편)이 있으며, 소총

포편은 1장-다수이거나 없고, 있는 경우 대개 숙존한다.  꽃은 양성 또는 단성이며, 

방사상칭 또는 약간 좌우상칭이다.  악은 자방에 합착되고, 5개의 치아상 거치로 축

소되거나 불분명하며, [드물게 화판상이다].  화판은 5장이고, 이생하며, 선단부가 

흔히 안으로 굽고, 조락하며, [드물게 실 모양으로 축소된다].  수술은 5개로, 화판

과 호생하고, 화사는 실 모양이며, 약은 2실로, 내향약이고, 정자착하며, 종개한다.  

암술은 1개, 심피는 2개이고, 합생하며, 자방은 하위이고, 2실이다.  화주는 2개로, 

이생하며, 흔히 기부가 팽대되어 화주판 (stylopodium)을 이룬다.  배주는 실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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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도생배주이면서 현하배주이며, 태좌는 중축태좌이다.  열매는 건성의 분열과

로, 성숙 시 2개의 분과로 갈라지고, 분과는 배면 또는 측면을 따라 납작하며, 전형

적으로 5개의 1차늑(배늑 3개 및 측늑 2개)을 갖고, 간혹 1차늑 사이에 총 4개의 

2차늑이 발달한다.  분과병은 있거나 없다. 유관은 대개 늑간 (valleculae) 아래 및 

접합면에 발달하며, 간혹 불분명하다.  종자는 분과당 1개씩 발달하고, 배유는 단단

하며, 풍부하고, 배는 매우 작다. 

    분류군 수: 약 450속 3600종 (한반도 35속 79종). 

    분포: 거의 전 세계. 

    과거 한반도산 미나리과 분류군에 대하여 일부 속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 또

는 분류군의 한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으나,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또한, 분자 계통학적 연구와 

함께 종합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기존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외부 형태학

적 연구를 근거로 21속 45종 내지 34속 75종까지 인식되어 오면서 여러 분류학적 

문제점이 누적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엽록체 DNA 5개구간의 염기서열을 분

석하고, 각 분류군의 비교 형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을 35속 80

종 6변종 3아종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산 미나리과의 속 검색표> 

1. 화서는 단산형화서이다. 

2.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선다. 잎은 3 또는 5열하거나 [3출복엽이다]. 

분과는 표면에 피침이 있고, 내과피는 목질화되지 않으며, 연질이다 ··········

·········································································· 3. Sanicula  참반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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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기는 포복성이다. 잎은 단엽이며, 대개 장상으로 갈리거나 결각된다. 분과

는 표면에 피침이 없고, 내과피는 목질화 된다. 

3. 탁엽은 있다. 총포편은 작거나 없다. 분과는 늑 사이에 망상의 주름이 

없고, 평활하다 ········································ 1. Hydrocotyle  피막이속 

3. 탁엽은 없다. 총포편은 뚜렷하다. 분과는 늑 사이에 망상의 주름이 있다 

········································································ 2. Centella  병풀속 

1. 화서는 복산형화서이다. 

4. 잎은 단엽이고, 전연이다. 화판은 황색, [드물게 분홍색 또는 자색]이다 ····

······································································ 12. Bupleurum  시호속 

4. 잎은 1-3회 우상복엽 또는 3출복엽이다. 화판은 백색, [드물게 녹황색, 분

홍색 또는 자색]이다. 

5. 분열과는 길게 신장되며, 원주형이다. 

6. 분과의 늑은 흔적적이다 ····························· 4. Anthriscus  전호속 

6. 분과의 늑은 뚜렷하며, 실 모양이다. 

7. 소산경은 길이가 서로 다르다 ·················································

············································· 17. Cryptotaenia  파드득나물속 

7. 소산경은 길이가 거의 같다. 

8. 분과는 기부가 꼬리처럼 길게 신장되며, 표면에 강모가 있다 ···

··················································· 5. Osmorhiza  긴사상자속 

8. 분과는 기부가 신장되지 않으며, 무모이다. 

9. 소총포편은 있다 ············ 6. Sphallerocarpus  무산상자속 

9. 소총포편은 없다 ····················· 11. Aegopodium  왜방풍속 

5. 분열과는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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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방 및 분열과의 표면에는 털, 혹 모양의 돌기, 강모 또는 피침이 있

다. 

11. 분열과/분과 표면에는 피침이 밀생한다. 

12. 분과병은 선단부에서 얕게 2열하거나 갈리지 않는다. 분과

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2차늑에는 날개가 뚜렷이 발달하

고, 날개에는 피침이 있다 ················· 7. Daucus  당근속 

12. 분과병은 길이의 1/3-1/2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

라 납작하며, 2차늑은 밀생하는 피침에 가려 보이지 않는

다 ················································· 8. Torilis  사상자속 

11. 분열과/분과 표면에는 피침이 없다. 

13. 분열과/분과 표면에는 혹 모양의 돌기가 있다 ·················

········································· 21. Saposhnikovia  방풍속 

13. 분열과/분과 표면에는 혹 모양의 돌기가 없다. 

14. 줄기는 포복성이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

유가 없다. 악편은 아주 작다 ····································

············································ 32. Glehnia  갯방풍속 

14. 줄기는 직립하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

가 있다. 악편은 뚜렷하다. 

15. 소엽은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한반도 분류군). 분

과의 늑은 대개 뚜렷하며, 능선이 뾰족하다 ···········

····························· 27. Libanotis  털기름나물속 

15. 소엽은 무모이다. 분과의 늑은 뚜렷하지 않으며, 능

선이 둔하다 ················· 13. Carlesia  돌방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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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방 및 분열과의 표면은 평활하고, 무모이다. 

16. 분과의 배늑 및/또는 측늑에는 날개가 있다. 

17. 유관은 분과의 기부까지 신장되지 않는다 ······················

············································ 35. Heracleum  어수리속 

17. 유관은 분과의 기부까지 신장된다. 

18. 분과의 측늑 및 배늑에는 날개가 있다. 

19. 분과의 측늑 날개는 배늑 날개보다 뚜렷이 넓다. 

20. 줄기는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21. 악편은 뚜렷하며, 삼각형이다. 분과의 측늑 

날개는 두꺼운 코르크질이다 ··················

······················ 20. Dystaenia  섬바디속 

21. 악편은 흔적적이다. 분과의 측늑 날개는 얇

은 건막질이다 ····· 29. Angelica  당귀속 

20. 줄기는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22. 악편은 흔적적이다 ································

················ 16. Conioselinum  산천궁속 

22. 악편은 뚜렷하며, 좁은 삼각형이다 ··········

·················· 30. Ostericum  묏미나리속 

19. 분과의 날개는 모두 너비가 비슷하다. 

23. 분과는 형태가 다르며, 한 쪽 분과는 횡단면이 

삼각형이고, 배늑이 1개이며, 다른 쪽 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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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이 사다리꼴이고, 배늑이 2개이다 ········

·················· 31. Halosciastrum  큰참나물속 

23. 분과는 형태가 동일하며, 횡단면이 오각형, 육각

형 또는 원형이고, 배늑이 3개이다. 

24. 화판은 황색 또는 [적색]이다. 소총포편은 

없다 ··············· 18. Foeniculum  회향속 

24. 화판은 백색, 분홍색 또는 [자색]이다. 소총

포편은 있다. 

25. 분과병은 대개 분과와 함께 떨어진다 

···················· 28. Sium  개발나물속 

25. 분과병은 대개 숙존한다. 

26. 분과의 1차늑은 코르크질이다. 

27. 악편은 뚜렷하고, 피침형이다 

·········· 26. Pterygopleurum  

서울개발나물속 

27.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미세하 

다 ······ 15. Cnidium  천궁속 

26. 분과의 1차늑은 코르크질이 아니

다. 

28. 총포편은 경생엽과 모양이 비

슷하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

다. 종자 (배유)의 횡단면은 초

승달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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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leurospermum 왜우산

풀속 

28. 총포편은 경생엽과 모양이 다

르며, 선형이고, 가장자리가 녹

색이다. 종자(배유)의 횡단면

은 편평하다 ·················· 22. 

Ligusticum  기름당귀속 

18. 분과의 측늑에만 날개가 있고, 배늑에는 날개가 없다. 

29. 분과의 측늑 날개는 분과보다 너비가 좁다. 

30. 줄기는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근생엽은 2장 또는 그 이상이며, 1또는 2

회 3출복엽이거나 우상복엽이다 ··················

···················· 33. Peucedanum  기름나물속 

30. 줄기는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근생엽은 1장이며, 3 또는 4회 3출 복엽

이다 ········· 34. Sillaphyton  덕우기름나물속 

29. 분과의 측늑 날개는 분과와 너비가 비슷하거나 더 

넓다. 

31.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다. 과피는 3층 이상

의 세포층으로 구성된다 ·····························

································ 29. Angelica  당귀속 

31. 악편은 뚜렷하다. 과피는 2층의 세포층으로 구

성된다 ········· 30. Ostericum  묏미나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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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과의 배늑 및 측늑에는 날개가 없다. 

32. 분과의 1차늑은 뚜렷하지 않거나 미약하게 발달한다. 

33. 분열과는 구형이고, 성숙 시 2개의 분과로 갈리지 않으

며, 늑간 아래에 유관이 없다 ······································

············································ 9. Coriandrum  고수속 

33. 분열과는 대개 난형이고, 성숙 시 2개의 분과로 갈라지

며, 유관은 각 늑간 아래에 1-4개가 있다 ···················

········································· 24. Pimpinella  참나물속 

32. 분과의 1차늑은 뚜렷하게 발달한다. 

34. 소산형화서는 1-3개의 꽃으로 구성된다 ···················

·························· 25. Pternopetalum  반디미나리속 

34. 소산형화서는 다수의 꽃으로 구성된다. 

35. 줄기는 각이 진다. 분과병은 뚜렷하지 않고, 흔적적

이다 ···························· 23. Oenanthe  미나리속 

35. 줄기는 원통형이다. 분과병은 뚜렷하다. 

36. 소총포편은 없다. 악편은 흔적적이다 ··············

················ 19. Cyclospermum  솔잎미나리속 

36. 소총포편은 있다. 악편은 뚜렷하다 ·················

································ 14. Cicuta  독미나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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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ydrocotyle L., Sp. Pl. 234, 1753. 

Type: H. vulgaris L. 

국명: 피막이속 

    다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으로, 상록성이거나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고, 양성

화주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며, 줄기의 마디에 난다.  줄기는 포복성이고, 분지하

거나 드물게 분지하지 않으며, 가늘다. 잎은 근생 및/또는 경생하고, 호생하며, 단엽

이다.  엽병은 기부가 줄기를 감싸지 않고, 탁엽은 전연 또는 거치연이다.  엽신은 전

연 또는 둔거치연이거나 얕게 또는 [기부까지 깊게] 갈린다.  화서는 단산형화서이

며, 화경은 정생, 액생 및/또는 잎과 대생하고, 매우 짧거나 엽병보다 훨씬 길다.  총

포편은 있거나 없으며, 소화경은 매우 짧거나 길게 신장된다.  꽃은 양성이고, 방사

상칭이다.  악편은 매우 작거나 흔적적이며, 화판은 백색이거나 녹색 또는 황색을 

띤다. 수술은 약간 돌출하고, 화주판은 납작하거나 [원추형이다].  분열과는 원형 

또는 [광타원형 내지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대개 없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납작

하고, 무모이며, 1차늑은 대개 뚜렷하고, 드물게 흔적적이며, 실 모양이고, 능선은 

뾰족하며, 날개는 없고, 늑 사이에는 망상의 주름이 없다.  유관은 흔적적이다.  종자

의 단면은 좁은 난형 내지 난상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다.  염색

체 수 x = 8. 

    분류군 수: 약 75종 (한반도 5종). 

    분포: 거의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지역. 

<한반도산 피막이속의 검색표> 

1. 잎은 지름 3.2-5.2 cm이다. 단산형화서는 1개씩 달리거나 여러 개가 모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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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 1. H. nepalensis  큰잎피막이 

1. 잎은 지름 0.3-2.5(-3) cm이다. 단산형화서는 1개씩 달린다. 

2. 줄기 또는 가지는 상부가 비스듬히 서거나 직립한다. 탁엽은 갈색이고, 두껍다. 

화경은 엽병보다 현저히 짧다. 

3. 탁엽은 광난형이고,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다 ······································

································································· 2. H. ramiflora  큰피막이 

3. 탁엽은 피침형이고, 전연이다 ······················ 3. H. maritima  선피막이 

2. 줄기 또는 가지는 전체가 포복한다. 탁엽은 연녹색이거나 전체가 투명하고, 

얇다. 화경은 대개 엽병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길다. 

4. 식물체는 상록성이다. 엽신은 지름의 1/6 정도까지 5 또는 7열한다. 산형

화서는 (5-)8-1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 4. H. sibthorpioides  피막이 

4. 식물체는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른다. 엽신은 지름의 1/4-1/3까지 5 또는 

(7)열한다. 산형화서는 3-5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 5. H. yabei  제주피막이 

 

1. Hydrocotyle nepalensis Hook., Exot. Fl. 1: t. 30, 1822.  Type: Nepal. 

Without specific locality, 1821, Wallich 561 (lectotype, E!-E00265343, 

designated by Matthew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 

rbge.org.uk/databases]; isolectotype, BM [not seen], E!-E00041205, 

K!-K001111283, K001111284, K001111285, K001111286, designate 

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6, 201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avigat or.do], M, P!-P007576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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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 science. mnhn.fr/all/sear 

ch]). 

Hydrocotyle polycephala Wight & Arn., Prodr. Fl. Ind. Orient. 366, 1834.  

Hydrocotyle javanica Thunb. var. polycephala (Wight & Arn.) Masam., J. 

Soc. Trop. Agric. 4: 300, 1932.  Type: India. Without specific date, 

Wight 1187 (holotype, E!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rbge.org.uk/databases]). 

국명: 큰잎피막이 

    식물체는 다년생이고,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며, 키 20-46 cm이다.  줄기는 

포복성이고, 녹색이며, 분지하고, 지름 1.5-2 mm이며, 표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엽병은 길이 (4-)8-15(-27)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탁엽은 갈색이고, 넓은 삼각형이며, 약 1 × 2.2 mm, 전연이고, 

두꺼우며, 무모이다.  엽신은 원형으로, 얕게 5 또는 7열하고, 지름 3.2-5.2 cm, 

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둔거치연이며, 상면은 진녹색 내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양면에 광택이 나며, 단모가 산생한다.  단산형화서는 단생하거나 2 또는 3개씩 모 

여 달리고, 20-40(-6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정생, 액생 및/또는 잎

과 대생하며, 길이 0.7-2.2 cm이고, 엽병보다 현저히 짧다.  총포편은 6-8장, 넓

은 피침형, 난형 또는 도란형이며, 0.6-1.3 × 약 0.4 mm,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0.3-1.4(-2) mm이고, 무모이다.  꽃은 지름 약 0.8 mm이며, 화판은 백색 

또는 자색을 띠는 백색이고, 삼각형이며, 예두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2-

0.3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광타원형이고, 길이 약 0.1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며, 무모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짧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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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고, 원형이며,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반원형이고, 1-1.3 × 1.5-2 mm, 무

모이며, 접합면은 오목하고, 1차늑은 실 모양이며, 2차늑은 흔적적이다.  종자의 단

면은 좁은 장타원형이다. 

    개화기: 5-9월.           결실기: 7-11월. 

    분포: 중국 남부, 한국;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반도 분포: 전남, 제주.  숲 속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ju: Seogwipo-si, Namwon-

eup, Hannam-ri, 5 Nov 2011, K. Kim 575-1, 559, 560-1, 575-2, 575-4, 

576-2, 612, 612-2 (SNU). 

 

2. Hydrocotyle ramiflor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31: 46, 1886.  Type: Japan. Hokkaido: “circa Hakodate, in humidis 

vulgaris”, 27 Jun 1861, Maximowicz, s.n. (lectotype, LE [not seen],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6, 2017). 

국명: 큰피막이 

    식물체는 다년생이며,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고, 키 12-35 cm이다.  줄기는 

하부에서 포복하나, 선단부로 갈수록 비스듬히 서거나 직립하며, 녹색이고, 분지하

며, 지름 1.2-2 mm, 무모이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엽병은 길이 2-15 cm

이고, 무모이거나 선단부에 단모가 밀생하며, 탁엽은 갈색, 광난형이고, 약 1 × 

1.5-2 mm이며,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고, 두꺼우며, 무모이다.  엽신은 아원형으

로, 얕게 5, 7 또는 (9)열하고, 지름 2.2-3 cm, 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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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거치연이며, 양면 모두 녹색이고, 상면은 무모이며, 하면에는 짧은 단모가 산생

한다.  단산형화서는 단생하고, 5-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며, 길이 0.8-4.5 cm로, 엽병보다 현저히 짧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

경은 길이 0.5-2 mm이며, 무모이다.  꽃은 지름 약 1 mm이고, 화판은 녹색 또는 

백록색이며, 좁은 삼각형이고, 예두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1.2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약 0.2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고, 무모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고, 길이 0.6-0.8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원형이고,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반원형이며, 1-2 × 

1.4-1.8 mm, 무모이고, 접합면은 오목하며, 1차늑은 실 모양이고, 2차늑은 흔적적

이다.  종자의 단면은 난상 장타원형 이다. 

    개화기: 6-7월.          결실기: 7-8월. 

    분포: 대만, 일본, 중국 남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양지바른 길가, 숲 속의 개활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buk: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Ulleung-do, 22 Jul 1937, P.S. Toh & H.J. Shim 

s.n. (SNU 9674).  Jeju: Without specific locality, 19 Aug 1947, P.S. Toh s.n. 

(SNU); Seogwipo-si, Namwon-eup, Hannam-ri, 5 Nov 2011, K. Kim 599, 

560-2 (SNU). 

 

3. Hydrocotyle maritima Honda, Bot. & Zool. 2: 1825, 1934.  Hydrocotyle r

amiflora Maxim. var. maritima (Honda) M. Hiroe, Acta Phytotax. Geobot. 

14: 40, 1950.  Type: Japan. Honshu: “Oshima, prov. Kii, 27 Dec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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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tani s.n. (holotype, TI!). 

Hydrocotyle wilfordii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31: 

45, 1886.  Type: Korea. “Portu Chusan”, in 1859, Wilford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in Grubov, Catalogue of the 

type specimens of East Asian vascular plants in the Herbarium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 29, 2004 [not seen]; isolectotype, GH!

—GH00252919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of 

https://huh.harvard.edu/]).  Japan. “Japonia, circa Hakodate”, 26 Jun 

1861,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circa Yokohama, et 

Yezo, circa Hakodate, ubique in humidis vulgaris, caespites laxos 

elatiores formans, initio Julii fl. c. fr. (ipse), sine loco speciali sub nom. 

Yama tshidome”, 26 Jun 1861, Maximowiczi s.n. (syntype, LE? [not 

seen]).   

국명: 선피막이 

    식물체는 다년생이며,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고, 키 7-18 cm이다.  줄기는 

하부에서 포복하나, 상부는 비스듬히 서며, 녹색 또는 연녹색이고, 분지하며, 지름 

1-1.2 mm, 무모이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엽병은 길이 8-16.2 cm이고, 

무모이거나 선단부에 단모가 산생하며, 탁엽은 갈색으로, 피침형이고, 길이 1-1.5 

mm, 전연이며, 두껍고, 무모이다.  엽신은 원형으로, 5 또는 7열하며, 지름 1.1-2.2 

cm, 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불규칙한 둔거치연이고, 양면 모두 녹색이며, 상면에는 

짧은 단모가 산생하거나 간혹 털이 없고, 하면에는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단산형

화서는 단생하며, 10-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

고, 길이 1-2.1 cm로, 엽병보다 현저히 짧으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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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2) mm이고, 무모이다.  꽃은 지름 약 1 mm이며, 화판은 백색으로, 선

단부가 자색을 띠고, 좁은 삼각형이며, 예두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8-1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2-0.3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

며, 무모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며, 길이 0.5-0.8 mm이다.  분열과

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원형이며,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반원형

이고, 1-1.3 × 1.5-2 mm, 무모이며, 접합면은 약간 오목하고, 1차늑은 실 모양

이며, 2차늑은 흔적적이다.  종자의 단면은 난상 장타원형이다. 

    개화기: 6-7월.          결실기: 7-8월. 

    분포: 일본, 중국 남부, 한국; 동남아시아. 

    한반도 분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양지바른 길가, 숲 가장자리의 약간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onbuk: Jeongeup-si, 

Naejang-dong, Naejang-san, 6 Oct 1972, D.W. Lee & H.K. Choi s.n. (SNU 

46746).  Jeonnam: Wando-gun, Bogil-myeon, Seyeon-jeong pond, 21 Jun 

2013, K. Kim 1356 (SNU); Sinan-gun, Huksan-myeon, Huksan-do, 

behind Huksan-myeon office, entrance of the trail, 22 Jun 2013, K. Kim & 

T.Y. Choi 1373 (SNU)  Jeju: Seogwipo-si, Jocheon-eup, Gyorae-ri, 

Sangumburi, 24 Jul 1993, J.G. Kim s.n. (SNU 77758); Jeju-si, Geonip-

dong, along the trail of Sara-bong, 27 Oct 2012, K. Kim 990 (SNU); Jeju-

si, Gujwa-eup, Songdang-ri, Molsoonimot pond, 5 Jul 2012, M.O. Moon & 

D.H. Kang 3773; Seogwipo-si, Sanghyo-dong, along Donnaeko valley trail, 

22 Jun 2014, H.J. Suh s.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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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Encycl. 3: 153, 1789.  Hydrocotyle ra

nunculoides L. f. var. sibthorpioides (Lam.) Spreng., Syst. Veg., ed. 16, 6: 

349, 1820.  Type: Mauritius. “Ile de France, Sonnerat” without date, 

Commerson s.n. (syntypes, P!—P00312676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science.mnhn.fr/institution/ mnhn/collection/], MPU—

MPU020467 [not seen]); “Mauritius”, Petit-Thouars s.n. (syntype, P!—

P00365528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science. 

mnhn.fr/institution/mnhn/collection/]); “Mauritius”, without date, Col? 

(syntype, P!—P00365529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science.mnhn.fr/institution/mnhn/collection/]). 

Hydrocotyle tenella Buch.-Ham. ex D. Don, Prodr. Fl. Nepal. 183, 1825.  

Type: Nepal. “In Nepalia”, without date, Buchanan-Hamilton 562.2 

(lectotype, K [not seen],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7, 2017; isolectotype, BM [not seen]). 

Hydrocotyle rotundifolia Roxb., Fl. Ind., ed. 1832, 2: 88, 1832.  Type: 

India/Bangladesh. “In Sylhet Bengali orientalis”, without date, Wallich 

562 (lectotype, G-DC,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7, 

2017 [not seen]; isolectotype, K!—K00111128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Hydrocotyle zollingeri Molk. in Miq., Pl. Jungh. 91, 1851.  Type: 

Indonesia. “Hab. Javae insulam”, Zollinger 834 (lectotype, K!—

K000686197,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7, 201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 

navigator.do]; isolectotypes, K!—K000686196 [photo at K!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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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LE [not seen]); 

“In Sumatrae Provincia Padang-Lawa’s”, without date, Junghuhn s.n. 

(syntype [not located]); “In sylvis intactis Javanicis provinciae Medini 

ad latus septentr. montis Ungaran, alt. 3–5000”, without date, Junghuhn 

s.n. (syntype [not located]). 

Hydrocotyle monticola Hook. f., J. Linn. Soc., Bot. 7: 194, 1864.  H

ydrocotyle americana L. var. monticola (Hook. f.) Hiern, Fl. Trop. Afr. 

3: 4, 1877.  Type: Not cited. 

Geophila yunnanensis H. Lév., Repert. Spec. Nov. Regni Veg. 13: 179, 1914.  

Type: China. Yunnan: “Plaine de Tong-Tchouan, talus des fossés, 

mars”, in 1911, E. E. Maire s.n. (not seen). 

Hydrocotyle formosana Masam., J. Soc. Trop. Agric. 2: 51, 1930.  Type: 

Not cited.  

Hydrocotyle keelungensis Liu, Chao & Chuang, Quart. J. Taiwan Mus. 14: 

29, 1961.  Type: China. “Taiwan, Keelung”, 15 May 1960, Chuang 3980 

(holotype TAI! [photo at TAI! through the website of http://tai2. 

ntu.edu.tw/specimeninfo.php]). 

국명: 피막이 

    식물체는 다년생이고, 상록성이며, 키 18-40 cm이다.  줄기는 포복성이고, 녹

색이며, 분지하고, 지름 약 1 mm, 무모이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엽병은 

길이 0.5-6(-9) cm이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단모가 산생하고, 탁엽은 연녹색

으로, 넓은 삼각형이며, 약 1 × 1.4-1.8 mm, 전연이고, 얇으며, 무모이다.  엽신

은 원형으로, 지름 0.6-2.8 cm이고, 지름의 1/6 정도까지 얕게 5 또는 7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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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둔거치연이고, 상면은 진녹색 내지 녹색으로, 무모이며, 하

면은 연녹색으로, 맥 위에 단모가 산생하거나 간혹 무모이다.  단산형화서는 단생

하고, (5-)8-1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며, 길

이 0.7-3.8 cm로, 엽병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길다.  총포편은 8-10장, 광

난형이고, 무모이며, 소화경은 흔적적이다.  꽃은 지름 약 1 mm이고, 화판은 백록

색 또는 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8-1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0.2-0.3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고, 무모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고,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

황색, 성숙 시 갈색이며, 원형이고,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반원형이며, 0.7-1.2 

× 1.2-1.6 mm, 무모이고, 1차늑은 실 모양이며, 2차늑은 흔적적이다.  종자의 단

면은 좁은 난형 내지 난상 장타원형이다. 

    개화기: 4-6월.          결실기: 6-10월. 

    분포: 일본, 중국 남부, 한국; 동남아시아. 

    한반도 분포: 제주.  숲 가장자리의 약간 그늘진 곳, 숲 속의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Chungnam: Taean-gun, Sowon-

myeon, Songhyun-ri, 14 Jun 2014, H.J. Suh s.n. (SNU); Taean-gun, 

Gonam-myeon, Janggok-ri, vicinity of Unyeo beach, 28 Jun 2014, H.J. Suh 

s.n. (SNU); Seosan-si, Daegok-ri, 27 Aug 2016, H.J. Suh 8-1 (SNU).  

Jeonnam: Gochang-gun, Sillim-myeon, Sinpyeong-ri, 22 May 2003, C.W. 

Jeong & P.G. Park 64 (SNU 94111); Sinan-gun, Huksan-myeon, Hongdo-

ri, 18 Aug 2015, H.J. Suh 15 (SNU).  Jeju: Seogwipo-si, Namwon-eup, 

Hannam-ri, 5 Nov 2011, K. Kim 574 (SNU); Seogwipo-si, Beop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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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Is. Saeseom, 11 Nov 2012, K. Kim 1042 (SNU); Without specific 

locality, 14 Jul 1935, P.S. Toh s.n. (SNU 9676, 9678). 

 

 
 
Fig. 21.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Commerson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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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ydrocotyle yabei  Makino, Bot. Mag. (Tokyo) 24: 243, 1910. 

Hydrocotyle rotundifolia Roxb. var. pauciflora Y. Yabe, J. Coll. Sci. Imp. Uni

v. Tokyo 16(4): 14, 1902, nom. illeg.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var. pauciflora (Y. Yabe) T. Yamaz., J. Jap. Bot. 69: 112, 1994, nom. illeg.  

Type: Japan. Honshu: “Musashi: in umbrosis humidis, circa urbem 

Tokyo”, without date, Col? (not seen). 

Hydrocotyle japonica Makino, J. Jap. Bot. 3: 47, 1926.  Hydrocotyle yabei v

ar. japonica (Makino) M. Hiroe, Acta Phytotax. Geobot. 14: 41, 1950.  

Type: Japan. Honshu: “Mt. Hakone, prov. Sagami”, Nov 1926, Makino 

s.n. (not seen). 

국명: 제주피막이 

 

    식물체는 다년생이며,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고, 키 10-30 cm이다.  줄기는 

포복성이며, 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간혹 분지하며, 지름 0.7-1 mm, 무모이

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엽병은 길이 1.5-4 cm이고, 무모이며, 간혹 선단

부에 단모가 산생한다.  탁엽은 전체가 투명하고, 넓은 삼각형이며, 0.5-1 × 1-2 

mm이고, 얇으며, 무모이다.  엽신은 원형으로, 지름 0.3-1.4 cm이고, 지름의

1/4-1/3까지 5 또는 (7)열하며, 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둔거치연이고, 양면 모두 

광택이 나며, 상면은 진녹색 내지 녹색으로, 무모이고, 하면은 연녹색으로, 맥 위에 

단모가 산생하거나 간혹 무모이다.  단산형화서는 단생하며, 3-5개의 꽃으로 이

루어진다.  화경은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고, 길이 1.5-4.8 cm로, 엽병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길다.  총포편은 3-5장, 좁은 장타원형이며, 0.5-0.8 × 약 0.2 

mm이고, 소화경은 대개 흔적적이다.  꽃은 지름 약 1 mm이며, 화판은 백록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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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좁은 삼각형이고, 예두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8-1 mm이고, 약은 황

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0.2-0.3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고, 무모이며, 화주

는 반곡하고,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

며, 원형이고,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반원형이며, 0.8-1.4 × 1.2-1.5 mm, 무모이

고, 접합면은 오목하며, 1차늑은 실 모양이고, 2차늑은 흔적적이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난형 내지 난상 장타원형이다. 

    개화기: 7-9월.          결실기 8-11월. 

    분포: 일본, 한국. 

    한반도 분포: 제주.  숲 가장자리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ju: Seogwipo-si, Namwon-

eup, Hannam-ri, K. Kim 551, 552, 606 (SNU). 

    일부 학자들(Hiroe and Constance, 1958)은 본 종을 피막이와 동일종으로 처

리하기도 하였으나, 본 종은 하록성으로 겨울에 마르며, 엽신은 지름의 1/4-1/3까

지 5 또는 (7)열하고, 단산형화서는 3-5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에 의해 피

막이와 구분된다.  또한, 본 분류군은 H. rotundifolia Roxb. var. pauciflora Y. 

Yabe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H. pauciflora Phil.의 후일동음명(later 

homonym)이며, 따라서 H. yabei Y. Yabe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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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ntella L., Sp. Pl., ed. 2, 1393, 1763. 

Type: C. vilosa L. 

국명: 병풀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 [웅성일가화성 또는 웅성이가화성]이다.  뿌리는 원

뿌리이다.  줄기는 포복성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가늘며, 간혹 마디에서 

뿌리가 난다.  잎은 근생 및/또는 경생하고, 호생하며, 단엽이다.  엽병은 있거나 없

고, 있는 경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싼다.  탁엽은 없다.  엽신은 둔거치연 또

는 [전연이거나 천열하며], 엽맥은 장상맥이다.  화서는 단산형화서이고, 단생하거

나 소수가 모여 달리며, 소수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드물게 1개의 꽃으로 축소된다.  

화경은 액생하며, 다소 짧고, 총포편은 2 또는 [4]장이며, 소화경은 흔적적이거나 

[짧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고, 화판은 녹

색을 띠는 백색, 분홍색을 띠는 백색, 적자색 또는 [황색]이다.  수술은 돌출하며, 화

주판은 납작하거나 [드물게 원추형이다]. 분열과는 원형 내지 [타원형]이고, 분과병

은 갈리지 않는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납작하며, 반원형이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늑 사이에 망상의 주름이 있다.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2차

늑은 뚜렷하거나 [뚜렷하지 않고], 실 모양이며, 1차 및 2차늑에는 날개가 발달하

지 않는다.  유관은 없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난형 또는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

평하거나 볼록하다.  염색체 수 x = 9. 

    분류군 수: 약 40종 (한반도 1종). 

    분포: 주로 남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 Centella asiatica (L.) Urb. in Mart., Fl. Bras. 11(1): 287, 1879.  Hydroc

otyle asiatica L., Sp. Pl. 234, 1753.  Lectotype: India. Without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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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and date, Col? (LINN!—332.5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 

Hydrocotyle lurida Hance, Ann. Bot. Syst. 2: 690, 1852.  Type: China. 

Hong Kong. 

Hydrocotyle asiatica var. crispat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

ersbourg 31: 44, 1886.  Centella asiatica var. crispata (Maxim.) Y. Ya

be, J. Coll. Sci. Imp. Univ. Tokyo 16(4): 18, 1902.  Centella asiatica f. 

crispata (Maxim.) H. Hara, Enum. Sperm. Jap. 3: 304, 1954.  Type: 

Not cited. 

Centella asiatica var. cristata Makino, Bot. Mag. (Tokyo) 18: 65, 1904.  

Type: Japan. Kochi: Tosa, “madzi in Hata-gōri”, 3 Nov 1885, Makino 

s.n. (holotype, [not located]). 

Centella coriacea Nannf., Svensk Bot. Tidskr. 18: 416, 1924.  Type: South 

Africa. “Natal: Africa australis, in humid pr. Durban, 15 m”, 2 Jul 1893, 

Schlechter 2854 (holotype, S [not seen]). 

Centella boninensis Nakai ex Tuyama, Bot. Mag. (Tokyo) 50: 31, 1936.  

Centella asiatica var. boninensis (Nakai ex Tuyama) H. Hara, Enum. 

Sperm. Jap. 3: 304, 1954.  Type: Japan. “Bonin: Uns. Titizima: Suzaki” 

15 Jun 1913, Nisimura 173 (holotype, TI!). 

국명: 병풀  

 

    식물체는 키 10-35 cm이며, 양성화주이다.  원뿌리는 암갈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지름 2-7 mm이다.  줄기는 진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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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름 0.5-1 mm이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으며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엽병은 자색을 띠며, 길이 8-38 cm이고, 미성숙 시 전체

에 장연모가 밀생하나, 점차 없어진다.  엽신은 원형 내지 신장형이며, 0.7-6 × 

1.2-7.2 cm, 엽저는 심장저, 엽연은 얕은 둔거치연이고,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며, 양면 모두 무모이다.  단산형화서는 단생하거나 2-4개씩 모여 달리고, 

대개 3-5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드물게 1개의 꽃으로 축소된다.  화경은 길이 

0.2-1.5 cm이고, 무모이며, 총포편은 2장, 난형이고, 1.5-2.5 × 1.5-1.8 mm, 

예두이며, 소화경은 흔적적이다.  꽃은 양성으로, 지름 1.5-2 mm이고, 화판은 

녹색 또는 분홍색을 띠는 백색 또는 적자색이며, 좁은 삼각형이고, 0.7-1 × 약 0.5 

mm, 예두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3.5-3.7 mm이고, 약은 황색, 타원형 이

며, 길이 0.2-0.5 mm이다.  화주판은 납작하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 내지 연갈색이고, 원형 또

는 아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2.5 mm이다.  분과는 반원형이고, 2.5-3 × 3-

4 mm, 무모이며, 접합면은 볼록하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난형이고, 너비 약 1 

mm이다.  염색체 수2n = 18. 

    개화기: 4-8월.          결실기: 6-10월. 

    분포: 남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온대 및 열대 지역. 

    한반도 분포: 경남, 전남, 제주.  저지대의 양지바른 곳, 숲 가장자리.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onnam: Muan-gun, 19 Jun 

1921, T. Nakai s.n. (SNU 9684); Wando-gun, Bogil-myeon, Seyeon-jeong 

pond, 21 Jun 2013, K. Kim 1358, 1359 (SNU); Sinan-gun, Huksan-myeon, 

Hongdo-ri, 18 Aug 2015, H.J. Suh 3, 12, 13 (SNU).  Jeju: Seogwipo-si, 



133 
 

 

Daejung-eup, 22 Jul 2007, M.K. Kim 70309 (SNU); Jeju-si, Geonip-dong, 

along the Byeoldobong trail, 27 Oct 2012, K. Kim 975, 983-1, 983-2 

(SNU); Seogwipo-si, Donghong-dong, 28 Oct 2012, K. Kim 970, 971 

(SNU); Seogwipo-si, Beophwan-dong, Is. Saeseom, 11 Nov 2012, K. Kim 

1040 (SNU). 

 

3. Sanicula L., Sp. Pl. 235, 1753. 

Type: S. europaea L. 

국명: 참반디속 

    다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며, 수염뿌리 또는 [원뿌리]를 

가진다.  지하경은 짧고, 굵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드물게 

복와성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또는 경생하며, 호생하고, 3 또는 5열하거나, [3출복엽이거나 

또는 드물게 갈리지 않는다]. 엽병은 있으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탁엽

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원형, 신장형 또는 오각형이며, 최종열편의 가장자리

는 둔거치연이거나 불규칙하게 갈리고, [드물게 전연이다].  화서는 1-4개의 두상

의 단산형화서가 기산화서 또는 총상화서 모양으로 배열된 형태이며, 단산형화서는 

잡성으로 1개-소수의 양성화가 중앙에 달리고, 소수-다수의 웅성화가 주변에 달

리거나, 웅성이다.  화경은 가늘거나 [굵으며 단단하고], 총포편은 잎 모양으로, 전

연 또는 예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이며, 웅성화는 숙존 또

는 조락하고, 소화경을 가지며, 양성화는 소화경이 거의 없거나 [매우 짧다].  악편

은 뚜렷하고, 삼각형, 선상 피침형 또는 난형이며, 양성화의 경우 이생하고, 웅성화

의 경우 기부에서 합생한다.  화판은 백색, 녹백색, 황백색, 자색, [황록색, 청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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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이며, 도란형, [주걱형 또는 난형]이고, 예두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돌출하거나 돌출하지 않고, 화주판은 원반형 또는 [원추형이거나 발달하지 

않으며], 화주는 반곡한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을 띠는 녹색이고, 장타원형 내지 

난형,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없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표면에 피침 또는 혹 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1차 및 2차늑은 흔적적이다.  유관은 

뚜렷하거나 불분명하고, 배면 및 측면에 3개-다수가 있으며, 대개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반원형, 아원형 또는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

거나 또는 [홈이 진다].  염색체 수 x = 8. 

    분류군 수: 약 40종 (한반도 3종). 

    분포: 거의 전 세계, 주로 온대 지역. 

<한반도산 참반디속의 검색표> 

1. 잎은 근생 및 경생한다. 화서가 달리는 줄기는 분지한다. 웅성화는 단산형화서당 

3-7개이다 ···························································· 2. S. chinensis 참반디 

1. 잎은 대부분 근생한다. 화서가 달리는 줄기는 분지하지 않는다. 웅성화는 단산형

화서당 15-24개이다. 

2. 분과는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피침이 있다 ·············································

································································· 3. S. rubriflora  붉은참반디 

2. 분과는 표면에 혹 모양의 돌기와 짧은 피침이 있다 ·································

······························································ 1. S. tuberculata  애기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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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icula tuberculat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1: 

431, 1867.  Type: Korea. “In aesuario Chu-san peninsulae Korea nae”, 

Jun 1859, Wilford 906 (isotype, K!—K00069727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국명: 애기참반디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키 12.5-23.5(–38) cm이다.  지하경은 암갈색으로, 지

름 3-7 mm이고,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 내지 진녹색이고, 분

지하지 않으며, 원통형으로, 지름 1-2 mm이고, 속이 차 있으며, 무모이다.  잎은 

주로 근생하고, 단엽이며,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양면 모두 무모이다.  

근생엽은 3-8장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9.2-17.5 cm, 무모이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 또는 좁은 삼각형이고, 1-1.6 cm × 4-6 mm, 무모이다.  근

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신장형이며, 3개의 열편으로 깊게 갈리고, 3-6 × 

4.5-6.5 cm이다.  근생엽의 열편은 기부가 설저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예거치

가 있고, 중앙열편은 도란형 또는 능형으로, 흔히 얕게 3열하며, 1.3-6.5 × 2.7-

4.2 cm, 선단은 예두이고, 측열편은 넓은 도란형으로, 불균일하게 2갈래로 중열

하며, 2.9-5.6 × 3.2-6.2 cm,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이다.  경생엽은 2장이고, 

줄기 정단부에 달려 쌍을 이룬 것 같이 보이며, 엽병은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

체적으로 넓은 삼각형이고, 깊게 2 또는 3열하며, (1.5-)3.7-5 × (1.5-)6-7 cm

이다.  경생엽의 열편은 도란형이고, 4.8-7 × 1.8-2.7 cm, 선단은 예두 내지 둔

두이며,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예거치가 있다.  단산형화서는 1-3개씩 달리고, 

지름 약 1.2 cm이며, 20-24개의 웅성화와 3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1.5-4.5 cm, 무모이고, 총포편은 3-6장, 피침형이며, 0.4-1 cm× 1-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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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두, 전연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지름 2-2.5 mm이고, 웅성

화의 소화경은 길이 2-3 mm이며, 양성화의 소화경은 거의 없다.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고, 1-1.5 × 약 0.2 mm, 예두, 무모이며, 화판은 녹백색, 황백색 또는 백

색이고, 도란형이며, 1-1.2 × 0.8-1 mm이다.  수술은 길이 1.9-2.3 mm이고, 

화판보다 훨씬 길며, 선단부가 약간 안으로 굽고, 약은 황백색으로, 타원형이며, 약 

0.7 × 0.4 mm이다.  화주판은 원반형으로, 납작하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2.5-

3 mm이다.  분열과는 난형 내지 구형이고, 표면에 혹 모양의 돌기가 밀생하며, 상

부에는 짧은 피침이 함께 분포한다.  분과는 반구형이고, 2-4 × 1-3.5 mm이다.  

유관은 5개로, 배면 및 측면에 3개,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내

지 오각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5월.          결실기 5-6월. 

    분포: 일본, 중국 (헤이룽장), 한국. 

    한반도 분포: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산지 숲 속의 그늘지고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gi: Namyangju-si, 

Jinjueop-eup, Bupyeong-ri, Gwangneung, 30 Apr 1933, P.S. Toh & H.J. 

Shim s.n. (SNU 9696); Namyangju-si, Jinjueop-eup, Bupeyong-ri, 

Gwangneung, 28 May 1933, H.J. Shim s.n. (SNU 9697).  Gyeongbuk: 

Mungyeong-si, Mungyeong-eup,  Joryeong-san, 5 Jun 1975, Y.E. Kim s.n. 

(SNU 65210, 65211, 65212, 65213);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shady place, 5 Jun 1993, J.H. Park s.n. (SNU 78580, 78581, 

78815); Sangju-gun, Ipseok-ri, mountain slope, Baegak-san to Ipseok-ri, 

25 Jun 1994, Y. Shin 152 (SNU 81128).  Gyeongnam: Geoje-si, Geo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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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on, Geoje-do, entrance of the trail to Oknyeo-bong, 27 May 2012, K. 

Kim 702 (SNU).  Jeonnam: Sinan-gun, Huksan-myeon, Gageodo-ri, 

Gageo-do, 15 Apr 2007, M.Y. Kim 70020 (SNU); Sinan-gun, Huksan-

myeon, Gageodo-ri, Gageodo, near the top of Doksil-san, 23 Jun 2013, K. 

Kim & T.Y. Choi 1381-1, 1382 (SNU); Sinan-gun, Huksan-myeon, 

Gageodo-ri, Gageo-do, 19 May 2013, H.J. Suh 1, 2, 4, 6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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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hotograph of the isotype specimen of Sanicula tuberculata Maxim. 

[Wilford 90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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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icula chinensis Bunge, Enum. Pl. China Bor. 32, 1833.  Sanicula eur

opaea L. var. chinensis (Bunge) Diels, Bot. Jahrb. Syst. 29: 491, 1900.  

Sanicula europaea subsp. chinensis (Bunge) Hultén, Kongl. Svenska Ve

tensk. Acad. Handl., ser. 4, 13: 363, 1971.  Type: China. “In umbrosis 

Pai-Schan, China Borealis”, 1830, Bunge s.n. (holotype, P!—P0060212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science. mnhn.fr/]). 

Sanicula kurilensis Pobed., Bot. Zhurn. SSSR. 46: 1343, 1961.  Type: 

Russia. “Ins. Kurilensis, ins. Kunashir, inter urbem Judshno-Kurilsk et 

pagum Gorjatchi Klutch, in silvis ad litora Pacificas”, 19 Jul 1959, 

Pobedimova & Konovalova, 848 (holotype, LE [not seen]). 

국명: 참반디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키 50-90 cm이다.  지하경은 암갈색으로, 지름 0.5-1 

cm이고,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며, 1개이고, 연녹색 내지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0.3-1 cm이며,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단엽이고, 양면 모두 녹색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1-8

장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11-30 cm, 무모이고,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삼

각형이며, 2.5-4.3 cm× 6-8 m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아원형 

내지 원형 또는 신장형이고, 3개의 열편으로 깊게 갈리며, 5.5-8.2 × 8.3-14.5 

cm이다.  근생엽의 열편은 기부가 설저이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예거치가 있으

며, 중앙열편은 도란형으로, 간혹 얕게 3열하고, 5.8-12.6 × 3.2-6.5 cm, 선단

은 예두 내지 둔두이며, 측열편은 넓은 도란형으로, 불균일하게 2갈래로 거의 기

부까지 갈리고, 5.2-7.5 × 4-7.5 cm, 선단은 예두이다.  경생엽은 소수이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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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최상부 경생엽은 흔히 총포편처럼 된다.  엽병은 하부 경생

엽의 경우 길이 10-21.2 cm이나,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최상부 경생엽의 경우 

거의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넓은 삼각형이며, 기부까지 3

열하고, 11-12.5 × 14.2-15 cm이며, 중앙열편은 좁은 도란형 또는 도피침형

으로, 5.8-8.5 × 3-4.8 cm, 예두, 설저이고,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예거치가 있

다.  단산형화서는 다수이며, 흔히 기산화서 모양으로 배열되고, 지름 5-8 mm이

며, 3-7개의 웅성화와 3 또는 4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0.5-2 

cm이고, 무모이며, 총포편은 2 또는 3장, 도피침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1-2 

cm × 약 0.5 mm, 불규칙하게 2 또는 3열하며, 예두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지름 약 2 mm이고, 웅성화의 소화경은 길이 1-1.5 mm이며, 양

성화의 소화경은 거의 없다.  악편은 좁은 삼각형 내지 피침형이고, 약 1.5 × 0.2 

mm이며, 점첨두이고, 무모이며, 화판은 백색 또는 황백색이고, 도란형이며, 약 1 

× 0.5 mm이다.  수술은 길이 0.8-1 mm이고,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며, 선단부

가 약간 안으로 굽고, 약은 황백색으로, 타원형이며, 약 0.5 × 0.3 mm이다.  화주판

은 원반형으로, 납작하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약 0.4 mm이다.  분열과는 난형 

내지 구형이고,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피침이 밀생한다.  분과는 장타원형 내지 반

구형이며, 4-5 × 2.5-3 mm이다.  유관은 5개로, 간혹 접합면의 2개만 뚜렷하다.  

종자의 단면은 광타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거나 약간 오목하다. 

 

    개화기: 4-6월.          결실기: 6-8월. 

    분포: 극동 러시아 (사할린, 우수리),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숲 가장자리, 강가의 

그늘진 곳. 



141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Jinbu-myeon, Doota-san, 14 Aug 2014, T.Y. Choi & J.H. Kim 23 (SNU);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21 Aug 2006, S.P. Hong et al. 

K82112 (SNU 109843);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way 

to Chunjedan, 30 Jun 2007, S.P. Hong et al. K070630019 (SNU 109702); 

Hwacheon-gun, Sangseo-myeon, National recreation forest, Bokju-san, 10 

Jul 2007, S.P. Hong et al. K07071049 (SNU 109773); Hwacheon-gun, 

Sanae-myeon, near Gwangdeok-san, 26 Jun 2006, E.H. Jung et al. K62633 

(SNU); Hwacheon-gun, Sanae-myeon, near Gwangdeok-san, 27 Jun 2006, 

E.H. Jung et al. K62705 (SNU 109950; Pyeongchang-gun, Jinbu-myeon, 

Dongsan-ri, near Sangwonsa temple, 26 Oct 2009, K. Kim 48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53 (SNU); Samcheok-si, Miro-myeon, Naemiro-ri, along the trail 

behind Cheoneusa temple, 15 Jun 2013, K. Kim 1354 (SNU); Jeongseon-

gun, Bukpyeong-myeon, Sookam-ri, Gariwang-san, 18 Aug 2013, K. Kim 

1393 (SNU); Yanggu-gun, Haean-myeon, Mandae-ri, near Daeamsamteo 

spring, 23 Aug 2014, K. Kim 1873, 1874 (SNU); Chuncheon-si, Dongnae-

myeon, Goeun-ri, Daeryong-san, 19 Jul 2006, Y.D. Kim 2006-0401 (SNU 

104534); Jeongseon-gun, Jeongseon-eup, Gariwang-san, 7 Sep 1989, 

H.W. Lee s.n. (SNU 70768); Hongcheon-gun, Nae-myeon, Changcheon-ri, 

Sogyebang-san, Sangpyeong, near stream, alt. 700 m, 30 Aug 1998, H.W. 

Lee & S.J. Lee 98-249 (SNU 93933); Samcheok-si, Gagok-myeon, 

Punggok-ri, Myeon-san, 4 Aug 1990, S.H. Oh s.n. (SNU 74110); 

Pyeongchang-gun, Jinbu-myeon, Dongsan-ri, Odae-san, ne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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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of Sangwonsa temple trail, streamside, alt. 850 m, 4 Jul 

1998, C.W. Park et al. 10308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Dongsan-ri, Odae-san, entrance of Dongdae-san on 446 street, 31 Aug 

1998, C.W. Park et al. 10682-1 (SNU);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ukbyeong-san, near the trail from Jeolgol to Sukhwa cave, 22 

Aug 2002, C.W. Park et al. 304 (SNU); Inje-gun, Buk-myeon, Seorak-san, 

J.H. Song s.n. (SNU 51412); Goseong-gun, Geumgang-san, 1 Aug 1935, 

P.S. Toh s.n. (SNU 9698); Wonju-gun, Panbu-myeon, Seogok-ri, roadside, 

5 Aug 1993, H.S. Won s.n. (SNU 80643, 80644).  Gyeonggi: Dongducheon-

si, Sangbongam-dong, Soyo-san, 2 Aug 1990, H.J. Cha s.n. (SNU 73518);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31 Jun 2007, S.P. Hong 

et al. K070731010 (SNU 110146); Namyangju-si, Hwado-eup, Cheonma-

san, 21 Sep 1987, J.O. Hyun s.n. (SNU 72534); Gapyeong-gun, Buk-

myeon, Myeongji-san, 17 Aug 2010, K. Kim 160, 161, 162, 164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6 Oct 2012, K. Kim 2012-506, 

509, 512 (SNU);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13 

Aug 1983, H. Kim s.n. (SNU 58149); Gapyeong-gun, Cheongpyeong-

myeon, Hwaya-san, the valley of Solgogae, alt. 300 m, 6 Jul 1996, S. Kim 

00441 (SNU 86640); Gwangju-si, Jungbu-myeon, Sanseong-ri, Namhan-

san, 4 Jul 1986, S.D. Kim s.n. (SNU 64563); Gwangju-si, Toechon-myeon, 

Usan-ri, Aengja-bong, 7 Aug 1985, E.J. Lee s.n. (SNU 62856); Gwangju-

si, Chowol-eup, Mugap-san, 5 Aug 1991, C.W. Park et al. 25 (SNU 81588);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6 Aug 1991, C.W. Park et al. 

305 (SNU 81868);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in forest, 



143 
 

 

alt. 450 m, 13 Jul 1995, H.C. Roh 420 (SNU 84369); Namyangju-si, 

Sudong-myeon, Chukryeong-san, 9 Sep 2005, Col? K05090715 (SNU).  

Gyeongbuk: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Dodong-ri, 5 Oct 

2011, K. Kim & J.H. Park 89 (SNU); Mungyeong-si, Mungyeong-eup, 

Juheul-san, 23 Jul 1987, Y.E. Kim s.n. (SNU 65209);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Dodong-ri, in Fagus crenata forest, near the top 

of Seongin-bong, 25 Jun 2006, S.J. Lee & S.A. Ryu 2006-509 (SNU 

109591, 106621);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shady 

place, 29 Aug 1993, J.H. Park s.n. (SNU);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along the way from Nari-dong to Chunbu-ri, 20 Jul 1937, P.S. 

Toh & H.J. Shim s.n. (SNU 9702, 9704);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22 Aug 1947, P.S. Toh & H.J. Shim s.n. (SNU 9703).  

Gyeongnam: Sancheong-gun, Jiri-san, 25 Jul 1932, P.S. Toh s.n. (SNU 

9699).  Chungbuk: Yeongdong-gun, Sangchon-myeon, Mulhan-ri, along 

the trail near Mulhan valley, 21 Oct 2012, K. Kim 53 (SNU); Boeun-gun, 

Hapnae-ri, mountain slope, Sangguam to Pirobong, 28 Jul 1994, Y. Shin 

264 (SNU 81245, 81246); Jecheon-si, valley of Worak-san, 19 Oct 1996, 

Y.D. Yang s.n. (SNU 86192).  Chungnam: Boryeong-gun, Seongju-myeon, 

Seongju-ri, 12 Aug 2015, H.J. Suh 1 (SNU).  Jeonnam: Sinan-gun, 

Huksan-myeon, Gageodo-ri, Gageo-do, Doksil-san, 23 Jun 2013, K. Kim 

& T.Y. Choi 1380 (SNU); Gurye-gun, Piagol, roadside, sunny place, 24 

Sep 1990, H.C. Roh s.n. (SNU 72951).  Jeju: Without specific locality, 28 

Jul 1947, H.J. Shim s.n. (SNU 9701).   

    Russia. Primorsky Krai: Vladivostok, 3 Aug 2011, J.H. Park, S.J.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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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Park 15, 16, 25 (SNU); Vladivostok, 4 Aug 2011, J.H. Park, S.J. Lee 

& C.W. Park 107 (SNU);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22 Sep 2012, 

C.W. Park et al. 893 (SNU); Khasan, Telyakovsky, 25 Sep 2012, C.W. Park 

et al. 920, 921 (SNU); Ussuriysk, 17 Jul 2014, C.W. Park & T.Y. Choi 92 

(SNU). 

 

  



145 
 

 

 
 

Fig. 23.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Sanicula chinensis Bunge 

[Bunge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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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icula rubriflora F. Schmidt in Maxim., Mém. Acad. Imp. Sci. St.-

Pétersbourg Divers Savans 9: 123, 1859.  Type: Russia. “Am unter 

Amur, unterhalb der Dondon-Mündung, in Laubwäldern am Fusse 

des Geong-Rückens: Zjanka, an feuchten Stellen im Hochwalde, 

sehr zerstreut”, 24 Jun 1855, Maximowicz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Pimenov, Vascular Plants of the Soviet Far East. Vol. 

2, 211, 1987 [not seen]; isolectotype, P!—P03226624, P03226631 

[photo at P! through website of https://science.mnhn.fr/institution/ 

mnhn/collection/p/]; “Dole, gleicher Standort, nicht häufig”, 21 May 

1855,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 Dshare, im 

Laubwalde und am Waldrande, stellenweise, nichht selten”, 18 Jul 

1855,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국명: 붉은참반디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키 0.3-1 m이다.  지하경은 암갈색으로, 지름 0.5-1 

cm이며,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 내지 진녹색이며, 분지하지 

않고, 원통형으로, 지름 0.3-1 cm이며,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잎은 주로 근

생하며, 단엽이고, 양면 모두 진녹색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8장이고, 숙존하

며, 엽병은 길이 10-30(-55) cm, 무모이고,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삼각

형이며, 2-2.3 × 0.7-1.4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원형 내

지 신장형이고, 3개의 열편으로 깊게 갈리며, 3.5-11 × 6-13.2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열편은 기부가 설저이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예거치가 있으며, 중앙

열편은 도란형으로, 얕게 2 또는 3열하고, 8.5-13.5 × 5-11.6 cm, 선단은 예

두 내지 둔두이며, 측열편은 넓은 도란형으로, 불균일하게 2갈래로 중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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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8 × 8-13.8 cm,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이다.  경생엽은 2장이며, 줄기 

정단부에 달려 쌍을 이룬 것 같이 보이고, 엽병은 거의 없거나 없다.  경생엽의 엽

신은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이며, 깊게 3열하고, 8-8.5 × 11.2-13 cm이며, 

열편은 도란형으로, 4.8-8.8 × 2-4.5 cm, 예두, 설저이고, 가장자리에는 불규

칙한 예거치가 있다.  단산형화서는 1-3개씩 달리며, 지름 1.5-1.8 cm이고, 

15-20 개의 웅성화와 3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3.5-10.2(-13) 

cm이며, 무모이고, 총포편은 5(-7)장, 도피침형 또는 피침형이며, 1.3-3 cm× 

3-5 mm로, 화서보다 길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지름 2.5-3 

mm이고, 웅성화의 소화경은 길이 1.8-2 mm이며, 양성화의 소화경은 거의 없다.  

악편은 난형 내지 피침형이고, 2.3-2.5 × 0.3-0.5 mm, 예두이며, 무모이고, 화

판은 암자색으로, 도란형이며, 1-1.5 × 약 0.8 mm이다.  수술은 길이 0.8-1.1 

mm이고,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며, 약은 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4-0.6 × 0.2-

0.3 mm이다.  화주판은 원반형으로, 납작하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약 1.5 mm

이다.  분열과는 광난형 내지 구형이며,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피침이 밀생하고, 피

침은 길이 약 2 mm이다.  분과는 반구형이며, 4-5 × 3.5-4 mm이다.  유관은 5

개로, 배면 및 측면에 3개,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고, 복

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4-5월.          결실기: 6-7월 

    분포: 극동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북부, 한국. 

    한반도 분포: 함남, 평북, 평남,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산지 또는 계곡의 그늘지

고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Tumen, 23 Jul 2014,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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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C.W. Park 7, 15 (SNU).   

    Korea. Hamnam: Anbyeon-gun, Singosan-myeon, Sambang, 13 May 

1934, P.S. Toh s.n. (SNU 9690); Anbyeon-gun, Singosan-myeon, 

Sambang, 17 May 1936, P.S. Toh s.n. (SNU 9689).  Pyeongnam: Without 

specific locality, 14 May 1943, P.S. Toh & H.J. Shim s.n. (SNU 9691, 

9692); 14 May 1943, Col? (SNU 9693).  Gangwon: Jeongseon-gun, 

Gohan-eup, Geumdae-bong, alt. 1405 m, 8 Jul 2006, Y.D. Kim et al. 

2006-0414 (SNU 104531); Hwacheon-gun, Sanae-myeon, Gwangdeok-

ri, Gwangdeok-san, 1 Oct 2014, D.H. Lee s.n. (SNU); Taebaek-si, Sodo-

dong, Taebaek-san, Jedanggol to Munsu-bong, alt. 1080 m, 18 May 2000, 

H. Yun & S.J. Kim 129 (SNU 92232); Goseong-gun, Hyangro-bong, 27 

May 1968, Col? (SNU 2590, 2591, 2592, 2593).  Gyeonggi: Namyangju-si, 

Sudong-myeon, Chukryeong-san, in east forest, alt. 600 m, 17 May 1997, 

E. Cho 121 (SNU 88704); Pocheon-si, Idong-myeon, Gwangdeok-san, 

alt. 753 m, 2007, S.P. Hong et al. K07060861 (SNU 101752); Yangju-gun, 

Sudong-myeon, Chukryeong-san, beside the road, shady place, 17 May 

Year?, J.Y. Jung 24 (SNU 87556); Gapyeong-gun, 11 May 1935, P.S. Toh 

s.n. (SNU 9685, 9686); Gapyeong-gun, Yongmun-myeon, Youngmun-san, 

7 Jun 1936, P.S. Toh s.n. (SNU 9687, 9688).  Chungbuk: Danyang-gun, 

Gagok-myeon, Sobaek-san, near the protective area of Taxus cuspidata 

colony, alt. 1200–1400 m, 17 May 1999, C.W. Park et al. 10311 (SNU).  

Gyeongbuk: Ulleung-gun, Buk-myeon, 4 Jul 2007, M. Kim MK 70258 

(SNU); Mungyeong-si, Mungyeong-eup, Juheul-san, alt. 900 m, in forest, 

10 May 1991, D.K. Oh s.n. (SNU 75335); Jecheon-si, Hansu-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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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ak-san, 16 May 1986, T.S. Yoon s.n. (SNU 61884).   

    Russia. Primorsky Krai: Vladivostok, 3 Aug 2011, C.W. Park et al. 11, 

11-3 (SNU); Vladivostok, Novaya Moskva, upstream of Shkotovka River, 

22 Sep 2012, C.W. Park et al. 820 (SNU); Ussuriysk, 17 Jul 2014, C.W. 

Park & T.Y. Choi 98 (SNU). 

 

4. Anthriscus Pers., Syn. Pl. 1: 320, 1805 (nom. cons.). 

Type: A. vulgaris Pers. 

국명: 전호속 

    일년생,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 또는 드물게 양성화주이고, 

원뿌리 또는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며, 분지하거나 [분지하지 않고], 

가늘거나 비후되며, 원통형이고, 속이 비어 있으며,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기부

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소엽은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거나 결각되며, 

선단은 예두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3갈래로 심열, 또는 [2 또는 3갈래로 중열]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성긴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양성화가 

주변에, 웅성화가 중앙에 달리거나, 웅성이거나 또는 드물게 양성이다.  화경은 평

활하거나 세로로 얕게 홈이 지며, 소산경은 1-2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고, 소총포편은 대개 5-8장, 드물게 1-3

장이며, 뒤로 젖혀지고, 전연이며, 대개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 또는 좌우상칭이고, 웅성화가 양성화보다 작다.  악편은 흔적적이며, 화판

은 백색, [황록색 또는 분홍색]이고, 장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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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고, 설저이거나 [기부에 화조가 있다].  수술은 돌출하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

주는 직립하거나 [반곡한다].  분열과는 원주형 내지 선상 장타원형 또는 좁은 난형

이며, 분과병은 있고, 갈리지 않거나 [선단부에서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

간 납작하며, 좁은 난형 또는 원주형이고, 선단부가 점차 좁아져 부리 모양으로 되

며, 표면은 평활하거나, 강모 또는 [소돌기]로 덮여 있다.  늑은 흔적적이다.  유관

은 6개로, 성숙 시 불분명해지고,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은 깊게 홈이 진다.  염색체 수 x = 7, 8, 9. 

    분류군 수: 14종 (한반도 2종). 

    분포: 아시아 온대 지역, 유럽; 북아메리카에 2종 유입. 

<한반도산 전호속의 검색표> 

1.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 또는 웅성이다 ···············

······················································································· 1. A. sylvestris 

1. 식물체는 일년생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다 ···············································

············································································ 2. A. caucalis 유럽전호 

 

1.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 Gen. Pl. Umbell. 40, 1814.  Chaerophyllu

m sylvestre L., Sp. Pl. 258, 1753.  Cerefolium sylvestre (L.) Besser, Pri

m. Fl. Galiciae Austriac. 1: 218, 1809.  Myrrhis sylvestris (L.) Spreng., 

Pl. Umbell. Prodr. 29, 1813.  Type:  Europe. “In Europae pomariis et 

cultis”, Col? (lectotype, LINN!—365.1 designated by Hedge & Lamond, 

Flora of Turkey and the East Aegean Islands, Vol. 4, 85, 1987 [photo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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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 

Anthriscus elatior Besser, Enum. Pl. 55, 1822.  Type: Not cited. 

Anthriscus sylvestris var. abyssinica J. Gay ex A. Rich., Tent. Fl. Abyss. 1: 

332, 1848.  Type: Not cited. 

Myrrhis chaerophylloides Hance, J. Bot. 16: 108, 1878.  Type: China. “In 

ins. Silver Island, juxta Chinkiang”, May 1863, Hay s.n. (syntype, BM 

[not seen]); “Circas oppidum Chinkian”, in 1876, Stronach 10127 

(syntype, [not seen]). 

Anthriscus yunnanensis W. W. Sm., Notes Roy. Bot. Gard. Edinburgh 8: 3

31, 1915.  Oreochorte yunnanensis (W. W. Sm.) Koso-Pol., Bull. Soc. I

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51, 1916.  Type: China. “Yunnan, 

eastern flank of the Lichiang Range, Lat 20°20’N. Open stony pasture”, 

Jul 1910, Forrest 6020 (syntypes, E!—E00000102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elmer.rbge.org.uk/bgbase/], K!—

K000695790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 

herbcat/gotoSearch Page.do]); “Yunnan, eastern flank of the Lichiang 

Range. Lat. 27°30’N. Mountain pasture on the margin of pine forests, 

11000ft.”, Jun 1910, Forrest 5914 (syntypes, E!—E00000103; K!—

K000695789, PE!—00033275 [photo at PE! through the website of 

http://pe.ibcas.ac.cn/en/]). 

Anthriscus keniensis H. Wolff, Notizbl. Bot. Gart. Berlin-Dahlem 9: 1112, 1

927.  Type: Kenya. “Prope Forest Station, in silva montana, ca. 2350 m 

s.m.”, 3 Jan 1922, Robert & Fries 702 (holoype, K!—K000311100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g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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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Page.do]).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0.6-1.2(-1.5) m이

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연갈색이고, 지름 0.8-2 cm이다.  줄기는 연녹색 내지 

녹색이며, 다수 분지하고, 지름 0.8-1 cm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거나 

하부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2-4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

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8-17 cm이고, 엽초는 연녹색 내지 녹색으로, 좁은 

삼각형 내지 원주형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향축면은 무모이며, 배축면에는 

단모가 밀생한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형이고, 17-23.5 × 

18-23 cm이며, 무모이거나 양면 모두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

소엽은 난형으로,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거나 불규칙하게 결각되고, 2-3.7 × 

1.2-2.2 cm, 선단은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2-7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

은 정생소엽과 형태가 유사하고, 1-2.4 × 0.8-2.2 cm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으로, 1.5-8 × 1-2 mm이다.  경생엽은 18-30장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나 작으

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3.5-16.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며, 13-21 × 9-17 

cm이고, 무모이거나 간혹 하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최상부 경생엽은 우상천열 또

는 우상심열하거나 드물게 3개의 열편으로 갈리며, 1-2.3 × 0.5-1 cm, 선단은 

예두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다소 둥글며, 지름 2.7-5 cm

이다.  소산형화서는 대개 잡성으로 4-12개의 양성화 및 4-8개의 웅성화로 이

루어지고, 드물게 웅성 또는 양성으로, 지름 4-8 mm이다.  화경은 길이 2.5-

7.4(-13) cm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며, 소산경은 6-12개, 길이 1-

1.7(-3.6) cm, 무모이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향축면의 하부에 짧으며 개출

하는 단모가 밀생하고, 양성화의 경우 길이 (3-)5-8 mm, 웅성화의 경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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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m이다.  소총포편은 5-8장, 피침형 내지 넓은 피침형 또는 좁은 능형이

며, 2-6(-9) × 0.5-1.5(-2) mm, 점첨두, 잔털거치연이고, 무모이거나 양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웅성화는 약간 좌우상칭이

거나 방사상칭이고, 지름 1.2-2.8 mm이며, 양성화는 좌우상칭 이고, 지름 2.5-

4 mm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장타원형이고, 양성화의 경우 1-2 × 1-1.5 mm, 

웅성화의 경우 0.6-1.4 × 0.4-1 mm이며, 선단부가 약간 안으로 굽고, 설저이

다.  수술은 길이 1.3-1.6 mm이며, 약은 황백색으로, 타원형이고, 0.25-0.4 × 

약 0.3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이며, 화주는 직립하고, 화주판과 길이

가 비슷하며,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황녹색 또는 녹색을 띠

는 흑색이고, 좁은 난형 내지 피침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3.8-7 mm이고, 갈리지 

않는다.  분과는 원주형이며, 4-7(-8)× 1.5-2(-3) mm, 평활하거나 표면에 돌

기 및 위로 굽은 짧은 강모가 있고, 광택이 나거나 나지 않는다.  염색체 수 2n = 

16. 

    Spalik (1997)는 잎의 형태 및 열매 표면의 특징에 근거하여 A. sylvestris에 

subsp. sylvestris (전호), subsp. alpina (Vill.) Gremili, subsp. fumarioides 

(Waldst. & Kit.) Spalik 및 subsp. nemorosa (M. Bieb.) Koso-Pol.등 4개의 

아종을 인식하였다.  한반도에는 분과의 표면이 평활하며 무모인 subsp. 

sylvestris(전호)와 분과의 표면에 돌기와 짧은 강모가 밀생하는 subsp. 

nemorosa(털전호)가 분포한다.  

<아종의 검색표> 

1. 분열과는 성숙 시 녹색을 띠는 흑색이며, 분과는 표면이 평활하고, 광택이난다 ··



154 
 

 

······································································· 1a. subsp. sylvestris  전호 

1. 분과는 성숙 시 황녹색이며, 분과는 표면에 돌기 및 위로 굽은 강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 1a. subsp. nemorosa  털전호 

 

1a. subsp. sylvestris 

국명: 전호 

    분열과는 성숙 시 녹색을 띠는 흑색이며, 분과병은 길이 5.8-7.5 mm이고, 분과

는 표면이 평활하고, 광택이 나며, 무모이다. 

    개화기: 4-6월.          결실기: 6-8월. 

    분포: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유입). 

    한반도 분포: 전도.  양지바른 길가, 숲 가장자리, 초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Japan. Nagasaki-ken, Saikai-shi, 

Nanatsugamago, Tsusima, entrance of the trail of Shiratake, 5 May 2014, 

H.J. Suh s.n. (SNU).   

    Korea. Gangwon: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alt. 1370 

m, 30 Jun 2007, S.P. Hong et al. K070630056 (SNU 102635).  Gyeonggi: 

Gwangreung,  28 May 1984, G.T. Choi s.n. (SNU 61781); Yangpyeong-

gun, Yongmun-myeon, Yongmun-san, 26 May 1983, H. Kim s.n. (SNU 

58161); Namyangju-si, Jinjeob-eup, Gwangreung, 28 May 1984, H.W. 

Song s.n. (SNU 72343); Gapyeong-gun, 11 May 1935, P.S. Toh s.n. (SNU 

9718).  Chungbuk: Yeongdong-gun, Yonghwa-myeon, Minjuji-san, 12 

May 1989, K.H. Kim s.n. (SNU 68467); Yeongdong-gun, Yonghwa-myeon, 



155 
 

 

Minjuji-san, 12 May 1989, Y.D. Yang s.n. (SNU 69374).  Gyeongbuk: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along the way to relay station of 

KBS, 26 May 2014, H.J. Suh s.n. (SNU).  Jeonbuk: Gochang-gun, Sillim-

myeon, Sinpyeong-ri, Yongchu valley, 22 May 2003, C.W. Jang & P.G. 

Park 72 (SNU 94119).  Jeonnam: Sinan-gun, Huksan-myeon, Huksan-do, 

wayside, 22 Jun 2013, K. Kim & T.Y. Choi 1360 (SNU); Hwasun-gun, 

Buk-myeon, Nochi-ri, Baeka-san, 1 Jun 2005, M.H. Kim 213 (SNU 

95860).  Jeju: Seogwipo-si, 11 May 2013, K. Kim 1051, 1052 (SNU); 

Seogwipo-si, 14 May 2014, C.S. Kim 1, 2, 3 (SNU).   

    Russia. Kamchatskiy region, Olyoutorskiy district, vicinity of village 

Achayvayam, Chosenia arbutifolia-Populus suaveolens forest, bottomland 

of Achayvayam river, 9 Aug 1975, S. Kharkevich & T. Buch s.n. (SNU). 

    본 분류군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해안가에서부터 강원도의 해발 1200 m의 숲 

속에서까지 생육하는 등 한국에서의 그 분포역이 매우 넓다. 

 
1b. subsp. nemorosa (M. Bieb.) Koso-Pol., Trudy Glavn. Bot. Sada, n.s. 36: 

103, 1920.  Chaerophyllum nemorosum M. Bieb., Fl. Taur.-Caucas. 1: 

232, 1808.  Anthriscus nemorosa (M. Bieb.) Spreng., Pl. Umbell. Prodr. 

27, 1813.  Scandix nemorosa (M. Bieb.) Hornem., Suppl. Hort. Bot. 

Hafn. 34, 1819.  Anthriscus sylvestris var. nemorosa (M. Bieb.) Trautv.,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5: 437, 1877.  Chaerefolium 

nemorosum (M. Bieb.) Bornm., Repert. Spec. Nov. Regni Veg. 25: 281, 

1928.  Type: Russia. “In sylvis ad fluvium Terek sub arbor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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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ll von Bieberstein”, without date, Anon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13, 2017 [not seen]; 

isolectotypes, B-WILLD [not seen], LINN-SM!—518.11,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view/type/speci 

men/index.A.html]). 

Chaerophyllum siculum Guss., Fl. Sicul. Prodr. 1: 352, 1827.  Anthriscus 

sicula (Guss.) DC., Prodr. 4: 223, 1830.  Type: Not cited. 

Anthriscus anatolica Boiss., Ann. Sci. Nat., Bot. sér. 3, 2: 59, 1844.  A. 

sylvestris var. anatolica (Boiss.) Boiss., Fl. Orient. 2: 911, 1872.  Type: 

Turkey. “In glareosis regionis alpinae, in declivibus summis Olympi 

Bithmi ad septentrionem versis supra vallem Kirkbounar, in monte 

Gargaro”, without date, Aucher-Èloy 3614 (syntypes, G-BOIS [not 

seen], K!—K000695794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 

kew.org/herbcat/gotoSearchPage.do]); “Olympi Bithyni”, Jul 1842, 

Boissier s.n. (lectotype, G-BOIS, designated by Spalik, Bot. J. Linn. 

Soc. 119: 79, 1995 [not seen]; isolectotypes, K!—K000695795, MW!—

5938 [photo at MW!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depo. msu.ru/], 

W [not seen]). 

Anthriscus macrocarpa Boiss. & Heldr., Diagn. Pl. Orient., ser. 2, 2: 100, 

1856; A. nemorosa var. macrocarpa (Boiss. & Heldr.) Boiss., Fl. Orient. 

2: 911, 1872.  Type: Turkey. “Tmoli in Lydiâ [Tmoli umbrosis supra 

Philadelphiam]”, Jul 1804, Boissier s.n. (lectotype, G-BOIS!—

G00330074, designated by Spalik, Bot. J. Linn. Soc. 119: 85, 1995 

[photograph at G-BOIS!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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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h/musinfo/bd/cjb/chg/? lang=en]). 

Anthriscus villosa Boiss., Fl. Orient. 2: 911, 1872, pro syn.  Type: Not 

cited. 

Anthriscus nemorosa var. glabra Boiss., Fl. Orient. 2: 911, 1872.  Type: 

Not cited. 

Anthriscus nemorosa var. mollis Boiss., Fl. Orient. 2: 911, 1872.  Type: 

Not cited. 

Anthriscus glacialis Lipsky,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23: 145, 

1904.  Type: Not cited. 

Anthriscus nemorosa var. hirtifructa Ohwi, Fl. Jap. 843, 1953; Anthriscus 

sylvestris var. hirtifructa (Ohwi) H. Hara, Enum. Sperm. Jap. 3: 300, 

1954; A. aemula (Woronow) Schischk. var. hirtifructa (Ohwi) Kitag., 

Bull. Natl. Sci. Mus. 5, 46, 1960; A. aemula (Woronow) Schischk. f. 

hirtifructa (Ohwi) Kitag., Neo–Linneam. Fl. Manshur. 477, 1979.  Type: 

Japan. “Shikoku: Urbe Tokushima in Awa”, without date, Nakai 1313 

(holotype, NSM [not seen]).  

    국명: 털전호 

    분열과는 성숙 시 진녹색 내지 녹색을 띠는 흑색이며, 분과병은 길이 3.8–6.5 

mm이고, 분과는 표면에 돌기 및 위로 굽은 강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개화기: 5-6월.          결실기: 6-8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북부, 강원.  산지 숲 속, 숲 가장자리, 계곡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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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Hwacheon-gun, 

Gandong-myeon, Guman-ri, San58, N38◦ 5.462’, E127◦ 43.680’, 121 m, 2 

Jun 2018, H.J. Suh 0131 (SWU 0016756), 0132 (SWU 0016757), 0133 

(SWU 0016758). 

    China. Jilin: Musong-hyeon, Mangangjin, 16 Jul 2013, J.H. Park et al. 

174  (SNU); Uslin, N41◦ 47.378’, E127◦ 55.974’, 1455 m, 5 Aug 2018, H.J. 

Suh 0628 (SWU 0026811), 0629 (SWU 0026812).   

 

2. Anthriscus caucalis M. Bieb., Fl. Taur.-Caucas. 1: 230, 1808. 

Scandix anthriscus L., Sp. Pl. 257, 1753; Chaerophyllum anthriscus (L.) Cr

antz, Cl. Umbel. Emend. 76, 1767; Torilis anthriscus (L.) Gaertn., Fruct. 

Sem. Pl. 1: 83, 1788; Cerefolium anthriscus (L.) Beck, Ann. K. K. N

aturhist. Hofmus. 10: 210, 1895.  Type: Not cited. 

Caucalis scandix Scop., Fl. Carniol., ed. 2, 1: 191, 1771.  Type: Not cited. 

Anthriscus vulgaris Pers., Syn. Pl. 1: 320, 1805, nom. illeg. superfl., not 

Bernh. (1800).  Type: Not cited. 

국명: 유럽전호 

    식물체는 일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5-1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연

황색이며, 지름 3-4 mm이다.  줄기는 녹색이고, 기부가 자색을 띠며, 다수 분지

하고, 지름 4-6 mm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4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최하부 경생엽보다 약간 작다.  엽병은 길이 

7-9 cm이고, 엽초는 연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향

축면은 무모이며, 배축면에는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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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5.7-8.5 × 4-6 cm이며, 가장자리에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으로, 우상으로 갈리거나 결각되고, 0.7-1.2 × 0.6-1.1 

cm, 선단은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3-6.5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

소엽과 유사하고, 5-9.2 × 4-8 mm이며, 최종열편은 좁은 타원형으로, 1-4 × 

0.8-1.8 mm이다.  경생엽은 24-36장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7-10 cm이며, 표면에 짧고 개출하는 단모가 밀생하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고, 

10-12 × 5.5-9 cm이며, 무모이거나, 간혹 하면에 짧고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 내

지 밀생한다.  최상부 경생엽은 우상심열하며, 1.3-2 × 0.7-1.2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다소 둥글며, 지름 2.5-3.3 cm이다.  소산형화서

는 양성으로, 4-6개의 꽃으로 이루지고, 지름 4-8 mm이다.  화경은 길이 1.5-

1.8 cm으로,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으며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하고, 홈은 없다.  소

산경은 (2-)4-6개, 길이 0.9-1.8 cm이며, 무모이다.  총포편은 대개 없고, 드물

게 1장이며, 있는 경우 선형 내지 피침형으로, 3-4 × 0.8-1 mm, 예두이고, 간혹 

선단부에서 얕게 2열하며, 가장자리에 단모가 있다.  소화경은 길이 1-5 mm이

고, 상부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소총포편은 5장, 피침형 또는 좁은 삼각

형이며, 2-6(-9) × 0.5-1.5(-2) mm, 점첨두, 잔털거치연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거나 약간 좌우상칭이고, 지름 0.8-1 mm이다.  화판은 백색

이며, 도란형이고, 약 0.5 × 0.2 mm이며, 수술은 길이 0.6-0.7 mm이고, 약은 

황백색 내지 황색으로, 아구형이며, 약 0.2 × 0.2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2 

mm이고, 화주는 직립하며, 길이 약 0.2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흑색이고, 타

원상 난형 또는 서양배 모양이다.  분과병은 길이 1.9-2.8 mm이며, 갈리지 않는

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고, 2-3 × 1.5-2 mm이며,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강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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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생한다.  염색체 수 2n = 14. 

    개화기: 5-6월.          결실기 6-7월. 

    분포: 유럽, 북아메리카 (유입). 

    한반도 분포: 경기, 경북, 전남.  양지바른 길가.  외래종. 

    유럽에 분포하는 분류군 중 열매의 표면이 평활하고 무모인 개체들을 var. 

gymnocarpa (Moris) Cannon 또는 var. neglecta (Boiss. & Reut. ex Lange) 

P. Silva & Franco로 인식하기도 한다 (Cannon, 1968; Spalik, 1997).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buk: Ulleung-gun, 

Ulleung-eup, Sadong-ri, Anpyeongjeon, 26 May 2014, H.J. Suh s.n. 

(SNU).  Jeju: Jeju-si, Hallim-eup, Geumak-ri, Isidol pasture, 4 Jun 2005, 

M.O. Moon & G.P. Song s.n. (WTFRC). 

 

5. Osmorhiza Raf., Amer. Monthly Mag. & Crit. Rev. 4: 192, 1819 (nom. con

s.). 

Type: Myrrhis claytonia Michx. 

Uraspermum Nutt., Gen. N. Amer. Pl. 1: 192, 1818, nom. rej.  Type: U. 

claytonii (Michx.) C.B. Clarke 

Spermatura Rchb., Consp. Regn. Veg. 141, 1828, nom. illeg.  Type: Not 

cited. 

Glycosma Nutt. in Torr. & A. Gray, Fl. N. Amer. 1: 639, 1840.  Type: G. 

occidentale Nutt. 

Washingtonia Raf. ex J. M. Coult & Rose, Contr. U. S. Natl. Herb. 7: 6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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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m. nud., not H. Wendl. (1879).  Type: Myrrhis claytonia Michx. 

Elleimataenia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64, 

1916.  Type: E. renjifoana (Phil.) Koso-Pol. 

국명: 긴사상자속 

    다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방향성이 있다.  뿌리는 방추형이며, 흔히 

총생하고, 비후된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간혹 복와성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다소 가늘거나 굵으며, 원통형이고, 속이 비어 있으며,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2회 우상복엽 또는 [2 또는 3회 3출복엽]이다.  엽병은 기

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약간 감싸며, 엽초는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전연 또는 [잔

털거치연]이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소

엽은 피침형 내지 난형이며, 가장자리가 예거치연이거나 우상으로 갈리고, 최종열

편은 예두 또는 둔두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

는 잡성으로 웅성화가 중앙에,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전체가 웅성 또는 양성이

다.  화경은 대개 잎보다 길며, 소산경은 2-15개, 비스듬히 서거나, [넓게 벌어지거

나 또는 뒤로 젖혀지고], 가늘며, 서로 길이가 다르다.  총포편은 1-여러 장이거나 

[없고], 초질이며,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거나 [넓게 벌어진다].  소총포편은 여 러 

장이거나 [없고], 있는 경우 뒤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펼쳐지며], 피침형, 난형 또

는 [선형]으로, 점첨두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

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 [녹황색, 분홍색 또는 자색]이고, 주걱형 

내지 도란형이며, 선단부는 안으로 굽어 요두처럼 보이고, 기부는 설저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거나 [납작하고], 화주는 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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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반곡하며], 길이가 다양하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

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 내지 흑색이며, 곤봉형, [선형 내지 장타원형 또는 

원주형]이고, 분과병은 길이의 1/4-1/2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선형 내지 좁은 곤봉형이고, 선단부는 뭉툭하거나 [부리 모양으로 되

며], 기부는 꼬리 모양이거나 [둥글고], 표면에 강모가 있거나 [없다].  1차늑은 뚜

렷하며,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2차늑은 불분명하다.  유관은 불분명하거나 흔

적적이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또는 [오각형]이며, 복면은 세로로 홈이 지거나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10종 (한반도 1종). 

    분포: 동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 

1. Osmorhiza aristata (Thunb.) Rydb., Bot. Surv. Nebraska 3: 37, 1894.  Cha

erophyllum aristatum Thunb. in Murray, Syst. Veg., ed. 14, 288, 1784.  

Myrrhis aristata (Thunb.) Spreng., Sp. Umbell. 133, 1818.  Urasper

mum aristatum (Thunb.) Kuntze, Revis. Gen. Pl. 1: 270, 1891.  Scandi

x aristata (Thunb.)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43, 1916.  Type: Japan. “presumably from Japan, exact locality 

unknown”, without date, Thunberg s.n. (holotype, UPS-THUND [not 

seen]). 

Myrrhis claytonii Michx., Fl. Bor.-Amer. 1: 170, 1803.  Chaerophyllum cl

aytonii (Michx.) Pers., Syn. Pl. 1: 320, 1805.  Scandix claytonii (Mich

x.)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43, 1916.  

Type: Not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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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orhiza laxa Royle, Ill. Bot. Himal. Mts. 233, t. 52, f. 1, 1835.  Washin

gtonia laxa (Royle) Koso-Pol. ex B. Fedtsch., Fl. Aziat. Ross. 15: 52, 

1920.  Osmorhiza aristata var. laxa (Royle) Constance & R. H. Shan, 

Univ. Calif. Publ. Bot. 23: 130, 1948.  Type: India. “Punjab, Simore 

[Sirmur] in the Himalayan Mountains”, without date, Royle s.n. 

(lectotype, K!—K000695687, designated by Lowry & Jones, Ann. 

Missouri Bot. Gard. 71: 1150, 1984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 herbcat/gotoSearchPage.do]; isolectotype, K!—

K000695688). 

Osmorhiza japonica Siebold & Zucc., Abh. Math.-Phys. Cl. Königl. Bayer. A

kad. Wiss. 4(2): 203, 1845, nom. illeg.  Type: Based on Chaerophyllum 

aristatum Thunb. 

Osmorhiza amurensis F. Schmidt ex Maxim., Mém. Acad. Imp. Sci. St.-

Pétersbourg Divers Savans 9: 129, 1859.  Scandix amurensis (F. Schmi

dt ex Maxim.)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

43, 1916.  Washingtonia amurensis (Maxim.) Koso-Pol. in B. Fedtsch., 

Fl. Asiat. Ross. 15: 50, 1920, pro syn.  Type: Russia. “Am untern Amur, 

in der Näheder Dondon-Mündun, bei Dshare, an schattien 

Laubwaldstellen, zerstreut”, 18 Jul 1855, Maximowicz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79, 2017 [not seen]; 

isolectotype, K!—K000695689). 

Osmorhiza aristata var. montana Makino, J. Jap. Bot. 2: 7, 1918.  O

smorhiza montana (Makino) Makino, J. Jap. Bot. 5: 28, 1928.  Osmorhiza 

amurensis var. montana (Makino) Kitag., Rep. Inst. Sci. Res. Mancho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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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 279, 1938.  Type: Japan. “Shimotsuke, Nikko”, without date, 

Makino s.n. (holotype, [not located]). 

Washingtonia claytonii (Michx.) Britton subsp. orientalis Koso-Pol.,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36: 51, 1920.  Type: Not cited. 

국명: 긴사상자 

    식물체는 키 35-56(-85) cm이다.  뿌리는 갈색이며, 지름 3-5 mm이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녹색이며, 기부가 자색을 띠고, 분지하지 않거

나 분지하며, 지름 2-3 mm,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고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1-4장이며, 2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

이다.  근생엽의 엽병은 길이 7-13.5 cm이고, 표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하며, 

엽초는 약간 부풀고, 4.4-6 × 6-8 mm, 가장자리가 전연이며, 무모이다.  근생엽

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고, 10.7-12(-26) × 11-12.2(-24.5) cm

이며, 상면에는 누운 단모가 산생하고, 하면에는 누운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특히 맥 위에 밀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고, 우상천

열 또는 우상심열하며, 2.8-4.5 × 1.8-2.5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이고, 

소엽병은 길이 0.5-1.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0.8-

3.5 × 1.4-1.9 cm이고, 최종열편은 좁은 난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2-8 × 

1.2-3.8 mm이다.  경생엽은 4-6장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

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9.5-12.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

져 최상부 경생엽의 경우 거의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고, 하

부 경생엽의 경우 10-13 × 12-15.2 cm, 최상부 경생엽의 경우 5-6.2 × 6-

7.8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며, 지름 4-5.2 cm이다.  소산형화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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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으로, 6-8개의 웅성화와 1-6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3.5-

14.2(-22) cm, 무모이고, 소산경은 3-6개, 길이 3.5-5.2 cm이며, 비스듬히 

서고, 무모이다.  총포편은 1-4장이며, 뒤로 젖혀지고, 피침형으로, 5-8 × 약 2 

mm, 예두, 잔털거치연이며, 조락한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양성화의 경우 길

이 0.7-1.8(-3) cm, 웅성화의 경우 길이 0.3-0.8(-1.1) cm이다.  소총포편

은 1-5장이며, 뒤로 젖혀지고, 피침형 내지 난상 피침형이며, 2.5-6 × 0.5-1 

mm로, 크기가 서로 다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웅성화는 지름 

1-1.6 mm로 양성화보다 작고, 양성화는 지름 1.5-3 mm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웅성화의 경우 0.5-0.8 × 약 0.5 mm, 양성화의 경우 0.7-1.5 × 

0.8-1 mm이다.  수술은 길이 0.9-1.3 mm이며, 약은 황백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2-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으로, 길이 0.3-0.5 mm이며, 화주는 직

립하고, 길이 0.5-0.8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진녹색이나 성숙 시 암갈색 

내지 흑색으로 변하며, 좁은 곤봉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8-9 mm이며, 길이의 1/4 

정도까지 2열한다.  분과는 선상 곤봉형이고, 1-1.5(-2) cm× 1-3 mm, 선단부는 

뭉툭하며, 기부는 꼬리 모양이고, 1차늑 위에는 위를 향한 짧은 강모가 산생하며, 특

히 기부 쪽에 밀생한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고, 복면은 홈이 진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5-6월.          결실기: 6-7월. 

    분포: 네팔,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인도 북부, 일본, 중국, 파키스탄, 한국; 북

아메리카.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의 숲 속.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2 Jun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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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SNU 9722, 9723); 19 Apr 1935, Col? (SNU 9725); 21 Apr 1935, Col? 

(SNU 9724); 21 Jun 1939?, Col? (SNU 9742).   

    Korea. Hambuk: Gyeongseong-gun, Jueul-eup, Gwanmo-bong, 16 Jun 

1936, P.S. Toh s.n. (SNU 9720).  Pyeongbuk: Without specific locality, 18 

Jul 1938, P.S. Toh & H.J. Shim s.n. (SNU 9719).  Gangwon: Taebaek-si, 

Hyeol-dong, Taebaek-san, along the way to Yuilsa temple, 15 Jun 2013, 

G.S. Bhandari & T.Y. Choi 164 (SNI); Taebaek-si, Sodo-dong, Tabaek-

san, along the way to Munsu-bong, shady place, 6 Jul 2013, K. Kim et al. 

35-2 (SNU).  Gyeonggi: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

san, alt. 222 m, 31 Jul 2007, S.P. Hong et al. K0707310009 (SNU 101814).  

Seoul: Gwanak-gu, Gwanak-san, 29 May 1993, G.J. Lee & D.J. Jang 62 

(SNU 77411).  Gyeongbuk: Ulleung-do, Cheonbu-ri, Jigaetgol, 26 May 

2014, H.J. Suh 1 (SNU).  Jeonbuk: Buan-gun, Byeonsan-myeon, 

Naebyeon-san, grassland, 5 May 1993, J.H. Song et al. s.n. (SNU 77510); 

Buan-gun, Byeonsan-myeon, Naebyeon-san, grassland, 6 May 1993, J.Y. 

Kim et al. T-32 (SNU 77018); Jeongeup-si, Geumbung-dong, Naejang-

san, 14 May 2007, M. Kim MK70135 (SNU); Buan-gun, Byeonsan-myeon, 

Daehang-ri, Byeonsanbando, grassland, G.B. Park & H.J. Lee 43 (SNU 

77316).   

    Russia. Primorsky Krai: Vladivostok, 3 Aug 2011, C.W. Park et al. 12, 

38, 59 (SNU); 23 Jun 2012, C.W. Park et al. 3, 16, 90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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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hallerocarpus Besser ex DC., Coll. Mém. 5: 60, 1829. 

Type: S. gracilis (Besser ex Trevir.) Koso-Pol. 

국명: 무산상자속 

    이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0.5-1.5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갈색이고, 지름 4-6 m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원통형

으로, 지름 3-4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하부에 짧은 단모 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한다.  근생엽은 개화 시 시든다.  

경생엽은 약 30장이며, 3회 우상복엽으로, 가늘게 갈리고, 엽병은 길이 4-10 cm

이며, 기부가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연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1.5-2 

cm × 4-6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

으로 광난형이며, 10-18.5 × 11.2-16.2 cm이고,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

며, 양면 모두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좁은 난형으로, 우상심열 하고, 1.6-2 × 

0.8-1 cm, 선단은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3-5 m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

사하나 작고, 7-8 × 3-4 mm이며, 최종열편은 선상 피침형이고, 1-5 × 0.7-1 

mm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상면이 다소 둥글며, 지름 

5-7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0-25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지거나, 간혹 

잡성으로 4-12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6-14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린다.  화경

은 길이 2.5-5 cm, 무모이고, 소산경은 6-12개, 비스듬히 서며, 길이 1.2-2.8 

cm이고, 무모이다.  총포편은 대개 1-4장이며, 조락하고, 간혹 없으며, 있는 경우 

난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약 1.5 × 1.5 mm, 예두이고, 넓은 설저 내지 원저이며, 

가장자리에 단모가 있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양성화의 경우 길이 2-6 mm, 

웅성화의 경우 길이 1.2-5 mm이며, 무모이다.  소총포편은 5장, 난상 피침형이고, 

뒤로 젖혀지며, 갈리지 않고, 1-1.6 × 약 0.6 mm, 예두, 넓은 설저이며,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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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막질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웅성화

가 양성화보다 작으며, 웅성화는 지름 0.8-1.5 mm, 양성화는 지름 2-3 mm이다.  

악편은 넓은 삼각형이고, 미세하다.  화판은 백색, 도란형이며, 양성화의 경우 

0.8-1.3 × 0.6-0.8 mm, 웅성화의 경우 0.4-1 × 약 0.4 mm이고, 선단부는 안

으로 굽어 요두처럼 보이며, 기부는 설저이다.  수술은 길이 약 0.7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약 0.2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길이 0.3-

0.5 mm, 간혹 가장자리가 파상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화주판과 길

이가 비슷하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이며, 장타원형

이고, 분과병은 길이 4-5.5 mm이며,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이 약간 납

작하고, 좁은 장타원형이며, 5-6 × 1.5-2 mm, 무모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비후되고, 날개는 없다.  유관은 12-18개로, 늑간 아래에 2 또는 3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은 홈이 진다.  염색체 수 

x = 10. 

    분류군 수: 1종 (한반도 1종). 

    분포: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동부), 몽골, 중국 북동부, 한국. 

1. Sphallerocarpus gracilis (Besser ex Trevir.)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202, 1916.  Chaerophyllum gracile Bess

er ex Trevir., Nova Acta Phys.-Med. Acad. Caes. Leop.-Carol. Nat. C

ur. 13: 172, 1826.  Myrrhis gracilis (Besser ex Trevir.) Spreng., Syst. V

eg., ed. 17, 4(2): 120, 1827.  Type: Not cited. (not seen, see Pimenov, 

Turczaninowia 20: 224, 2017).  

Chaerophyllum cyminum Besser, Index Seminum [Wroclaw / Bres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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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tislav)] App. 3: 1, 1821, nom. inval.  Sphallerocarpus cyminum Be

sser ex DC., Coll. Mém. 5: 60, 1829.  Conopodium cyminum (Besser 

ex DC.) Benth. & Hook. f., Gen. Pl. 1: 896, 1867.  Type: Not cited. 

국명: 무산상자 

    무산상자의 기재 및 분포는 속 기재와 동일.  

    개화기: 7-8월.          결실기 8-10월. 

    한반도 분포: 함북.  산지의 건조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Russia. Primorsky province, vicinities 

of Vladivostok city, nea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dormitory, on the 

wasteground, 28 Sep 2012, R.V. Doudkin s.n. (SNU). 

 

7. Daucus L., Sp. Pl. 242, 1753. 

Type: D. carota L. 

Platyspermum Hoffm., Gen. Pl. Umbell. 64, 1814.  Daucus sect. 

Platyspermum (Hoffm.) DC. Prodr. 4: 210, 1830.  Type: P. muricatum 

Hoffm. 

Ballimon Raf., New Fl. 4: 28, 1836.  Type: B. muricatum Raf., B. maritimum 

Raf. 

Peltactila Raf., New Fl. 4: 28, 1836.  Type: P. grandiflora Raf. P. parviflora 

Raf., P. aurea Raf., P. hispida Raf. 

Staflinus Raf., New Fl. 4: 28, 1836.  Type: S. setifolius Raf., S. crinitus Raf. 

Tiricta Raf., New Fl. 4: 22, 1836.  Type: T. daucoides 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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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eua Boiss. & Reut., Diagn. Pl. Nov. Hisp. 14, 1842, not Mérat (1829).  

Type: D. hispanica (Lam.) Boiss. & Reut. 

Ammodaucus Coss. & Durieu ex Coss., Bull. Soc. Bot. France 6: 393, 1859.  

Type: A. leucotrichus Coss. & Durand. 

국명: 당근속 

    일년생,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간혹 비후되면서 육질이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복와성이

고], 분지하거나 드물게 분지하지 않으며, 가늘거나 비후되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강모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거나 [간혹 윤생 또는 대생하고], 대

개 2회 우상복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가장자리가 건막질

이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소엽은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거나 결각되고, 드물게 갈리지 않으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실 모

양, 선형 또는 난형]이고, 선단은 점첨두, [예두, 급첨두 또는 둔두]이다.  화서는 정

생 및 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대개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이루어지며, 드물게 양성이고, 흔히 중앙의 소산형화서는 소수의 진한 적자색 꽃

(중앙화)으로 축소된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드물게 매우 짧거나 거의 없

고], 소산경은 3-80개 또는 그 이상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내곡하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강모가 있으며, [간혹 소돌기가 있다]. 총포편은 5-13장, [간혹 없고], 뒤

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퍼지며], 우상심열 또는 [3열]하고, 소화경에는 강모가 있

거나 [없으며, 간혹 소돌기가 있고], 소총포편은 3-13장이며, 갈리지 않거나, 3열

하거나 또는 [결각되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좌우상칭이고, 

악편은 불분명하다.  화판은 백색, [황색 또는 분홍색]이며, 중앙화의 경우 진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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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어 요두처럼 보이고, 설저이거나 기부에 

화조가 있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거나 [볼

록하고], 화주는 직립하며,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 내

지 황갈색이고, 난형, [원주형, 장타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갈리지 않거나 

[선단부에서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고, 대개 좁은 난형이며, 표면은 

평활하거나 소돌기상, [유두상 또는 망상]이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강모를 가지

며, 날개는 없다.  2차늑에는 날개가 있고, 날개에는 구자모상의 피침이 있다.  유관

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

면은 얕게 오목하거나, [편평하거나 또는 홈이 진다].  염색체 수 x = 9. 

    분류군 수: 21종 (한반도 1종). 

    분포: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유럽; 전 세계 온대 지역에서 식용으로 재배. 

1. Daucus carota L., Sp. Pl. 242, 1753.  Type: Europe. In Europae campis 

exaridis”, without date, Col? (lectotype, LINN!—LINN-HL-340-1, 

designated by Sainz Lain, An. Jard. Bot. Madrid 37:487, 1981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view/type/speci 

men /index.A.html]). 

Daucus gingidium L., Sp. Pl. 242, 1753.  Type: France. Hérault, Montpellier, 

without date, Col? (lectotype, designated by Boccone, Icon. Descr. Rar. 

Pl. Siciliae 75, t. 40, f. 3, 74, 1674, [not seen]). 

Caucalis carota Crantz, Class. Umbell. Emend. 113, 1767.  Type: Based 

on Daucus carota L.  

Caucalis daucus Crantz, Stirp. Austr. Fasc. 3: 125, 1767, nom. ille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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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Daucus carota L. 

Daucus sylvestris Mill., Gard. Dict., ed. 8, Daucus no. 1, 1768; Carota sylves

tris (Mill.) Rupr., Sert. Tianschan. 49, 1869.  Type: Not cited. 

Daucus vulgaris Neck., Delic. Gallo-Belg. 139, 1768, nom. illeg.  Type: Not 

cited. 

Daucus agrestis Raf., New Fl. 4: 27, 1836.  Type: Not cited. 

Daucus exiguus Steud., Nomencl. Bot., ed. 2, 1: 485, 1840.  Type: Not 

cited. 

Daucus bactrianus Bunge, Mém. Acad. Imp. Sci. St.-Pétersbourg Divers S

avans 7: 312, 1851.  Type: Turkestan. “Am Sarafschan unweit Samar 

kand”, 13 Oct 1841, Col? (holotype, [not seen]). 

Daucus marcidus Timb.-Lagr., Bull. Soc. Bot. France 13: clv, 1866.  

Type: Not cited. 

Daucus glaber Opiz ex Čelak., Prodr. Fl. Böhmen. 582, 1875.  Type: Not 

cited. 

Daucus montanus Schmidt ex Nyman, Consp. Fl. Eur. 279, 1879, not Humb. 

& Bonpl. ex Spreng. (1820).  Type: Venezuela, “Silla de Caracas”, 

without date, Col? (holotype, P-Herbier Humboldt & Bonpland? [not 

seen]). 

Daucus communis Rouy & E. G. Camus, Fl. France 7: 231, 1901.  Type: 

Not cited. 

Daucus australis Kotov, Bot. Zhurn. (Kiev) 1: 278, 1940, nom. illeg., not Poe

pp. ex DC. (1830).  Type: Not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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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일년생 또는 이년생이며, 키 0.3-1.5 m이다.  원뿌리는 연갈색, 황색, 

붉은 주황색 또는 백색이고, 흔 히 비후되면서 육질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연녹

색 내지 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0.8-1.2 cm, 세

로로 홈이 지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강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2-12장이고, 2

회 우상복엽이며, 가늘게 갈리고, 개화 시 시든다.  근생엽의 엽병은 길이 3.5-9 

cm이며, 엽초는 장타원형이고, 1.2-2 × 1-1.2 cm, 배축면에 강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5-15 × 2-7 

cm, 무모이거나 양면에 강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으

로, 우상심열하고, 1.2-3 × 1-2.8 cm, 선단은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0.7-

1.3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1.4-2.9 × 0.6-1.7 

cm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내지 선상 피침형으로, 0.2-1.6 × 약 0.5 mm, 선단

은 점첨두이고, 끝에 가시가 있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5-7 cm,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최상부 경생엽의 경우 거의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며, 하부 경생엽의 경우 8-9.8 × 7-

13.2 cm, 최상부 경생엽의 경우 1.2-3 × 1.5-2.5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

면이 편평하고, 지름 5.5-12.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20-80개의 양

성화 및 웅성화로 이루어지며, 지름 1.2-2 cm이고, 중앙의 소산형화서는 2 또는 

3개의 양성인 중앙화로 축소된다.  화경은 길이 25-65 cm이며, 표면에 강모와 소

돌기가 산생하고, 소산경은 35-50개이며, 길이 2-7.5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

르며, 개화 시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결실기에 밀집되며, 표면에 강모와 

소돌기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5-13장이고, 뒤로 젖혀지며, 우상심열 또는 [3열하

거나 드물게 갈리지 않고], 3.5-5.7 × 3-4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잔털거

치연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고, 양성화의 경우 길이 0.3-3 cm, 웅성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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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0.2-1.6 cm이며, 표면에 강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3-]5-13장,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3열하며, 0.5-3 × 0.5-1.3 cm, 예두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웅성화는 지름 1.2-2 mm, 

양성화보다 작고, 양성화는 지름 1.5-3.5 mm이다.  악편은 삼각상 난형이며, 미

세하다.  화판은 백색 내지 황백색이고, 중앙화의 경우 진한 적자색이며, 양성화의 

경우 0.8-1.7 × 0.6-1.6 mm, 웅성화의 경우 0.5-1 × 약 0.5 mm이다.  수술

은 길이 1.8-2.2 mm이고, 약은 황색으로, 장타원형이며, 길이 약 0.4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길이 약 0.2 mm,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0.1-0.2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 내지 황갈색이고, 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8-3.7 mm

이고, 갈리지 않는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며, 3-4 × 1.5-2 mm이고, 평활하다.  

1차늑에는 늑과 수직으로 배열된 백색의 누운 털이 있으며, 2차늑에는 피침이 있다.  

피침은 길이 약 1 mm이다.  종자의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18. 

<아종의 검색표> 

1. 원뿌리는 붉은 주황색, 황색 또는 백색이며, 지름 1.5 cm 이상이고, 육질이다 ·

·········································································· 1b. subsp. sativus  당근 

1. 원뿌리는 연갈색 내지 갈색이며, 지름 0.5-1 cm이고, 육질이 아니다. 

2. 줄기는 다수 분지한다.  소산경은 31-50개이다 ·······································

···································································· 1a. subsp. carota  산당근 

2. 줄기는 대개 분지하지 않는다.  소산경은 20-30개이다 ·····························

······························································· 1c. subsp. maritimus  선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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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subsp. carota 

    국명: 산당근 

    원뿌리는 연갈색 내지 갈색이며, 지름 0.8-1 cm이다.  줄기는 다수 분지한다.  

소산경은 31-5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총포편은 8-13장이고, 우상심열하며, 소

총포편은 8-13장이고, 0.8-1.4 × 0.8-1 cm이다. 

    개화기: 5-7월.          결실기: 6-8월. 

    분포: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한반도 분포: 경북, 전남. 외래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Japan. Hokkaido, 8 Aug 2011, H.J. Suh 

8-3 (SNU).   

    Korea. Gyeongbuk: Ulleung-gun, Ulleung-do, 19 Jul 1937, P.S. Toh & 

H.J. Shim s.n. (SNU 10095, 10096, 10097, 10098, 10099, 10100).  

Jeonnam: Sinan-gun, Heuksan-myeon, Heuksan-do, wayside, sunny place, 

K. Kim & T.Y. Choi 1370 (SNU).   

 

1b. subsp. sativus (Hoffm.) Arcang., Comp. Fl. Ital. 299, 1882.  Daucus car

ota var. sativa Hoffm., Deutschl. Fl. 1: 94, 1791.  Daucsu sativus (Hof

fm.) Röhl. ex Pass., Fl. Parma 128, 1852. Carota sativa (Hoffm.) Rupr., 

Fl. Ingr. 468, 1860.  Type: Not cited. 

Daucus abyssinicus C. A. Mey., Index Seminum (St. Petersburg) 9: 68, 1

843.  Type: Not cited. 

국명: 당근 



176 
 

 

    원뿌리는 붉은 주황색이거나 드물게 황색 또는 백색이며, 지름 1.5 cm 이상으로, 

비후되고, 육질이다.  줄기는 다수 분지한다.  소산경은 20-30개이며, 옆으로 퍼지

고, 총포편은 8-13장이며, 우상심열하고, 소총포편은 8-13장이며, 0.8-1.2 × 

약 1 cm이다. 

    개화기: 5-7월.          결실기: 6-8월. 

    분포: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귀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 

    한반도 분포: 경북, 제주.  식용으로 재배, 일부는 귀화.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buk: Cheongsong-gun, 

Budong-myeon, Juwang-san, 16 Jul 2011, S.J. Lee 1341 (SNU).  Jeju: 

Jeju-si, Gujwa-eup, Sep 2011, K. Kim s.n. (SNU). 

    본 분류군은 모종에 비해 뿌리가 더 두껍게 비후되며, 육질인 특징에 의해 전 세

계적으로 널리 식용으로 재배되며, 한반도에서는 재배 농가 주변 지역에 귀화되어 

자란다. 

 

1c. subsp. maritimus (Lam.) Batt. in Batt. & Trab., Fl. Algérie (Dicot.) 382, 1

889.  Daucus maritimus Lam., Encycl. 1: 634, 1785, not With. (1796).  

Type: France. Hérault, Montpellier, “ex orâ maritima Monspeliensi, 

without date”, Jussieu s.n. (lectotype, P!—P00662833, designated by 

Reduron, Ombellifères de France, vol. II, 1009, 200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Daucus foliosus Guss., Fl. Sicul. Prodr. Suppl. 1: 73, 1834.  Type: Not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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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cus foliosus var. gibbosus Guss., Fl. Sicul. Prodr. Suppl. 1: 73, 1834; 

D. gibbosus (Guss.) Bertol., Fl. Ital. 3: 160, 1837.  Type: Not cited. 

Daucus serratus Moris, Mem. Reale Accad. Sci. Torino, ser. 2, 2: 304, 1840.  

Type: Not cited. 

Daucus nitidus Gasp. in Guss., Enum. Pl. Inarim. 147, t. 5, 1854.  Type: 

Without specific locality and date, Col? (holotype, [based on illustration, 

Gussone, Enum. Pl. Inarim., t. 5, 1854]). 

Daucus micranthus Pomel, Bull. Soc. Sci. Phys. Algérie 11: 146, 1874.  

Type: Not cited. 

국명: 선당근 

    원뿌리는 연갈색이며, 지름 5-8 mm이고, 목질화된다.  줄기는 분지하지 않는

다.  소산경은 20-30개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총포편은 5-9장이

며, 우상심열하고, 소총포편은 5-9장이며, 3-6 × 1-3 mm이다. 

    개화기: 5-7월.          결실기: 6-8월. 

    분포: 주로 지중해 연안. 

    한반도 분포: 전남.  외래종. 

    본 분류군은 모종에 비해 뿌리가 더 가늘고, 목질화되는 특징에 의해 구분되며, 

전남 일부지역에 유입되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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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Daucus carota subsp. 

maritimus (Lam.) Batt. [Jussieu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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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rilis Adans., Fam. Pl. 2: 99, 1763. 

Type: T. anthriscus (L.) C.C. Gmel. 

국명: 사상자속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 또는 웅성일가화성이며, 원뿌리를 가

진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복와성이고], 대부분 분지하며, 대개 표면에 긴 강모가 

있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

고,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난형이고, 소엽은 좁은 난형, 장타원형 또는 피침형

이며, 우상심열 또는 우상천열하거나 결각되고, 선단은 대개 점첨두이며, 최종열편

은 피침형 내지 장타원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

서는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이루어지거나, 양성이고,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거나 [없으며], 소산경은 2-15개가 뚜렷하게 발달하면

서 비스듬히 서거나 [흔적적이다]. 총포편은 1-여러 장이거나 없고, 소화경은 뚜

렷하거나 [흔적적이며], 비스듬히 서고, 소총포편은 2-8장이며, 선형 또는 좁은 선

형이고, 갈리지 않는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 또는 좌우상칭이며, 악

편은 작고, 삼각형 내지 피침형이며, 예두이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긴 강모가 있으

며, 간혹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 분홍색 또는 [자색]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며, 향축 면의 중앙부에 강모가 있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고,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반곡하고], 화주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의 1/3-1/2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좁은 난형, 좁은 

장타원형 또는 [원주형]이며, 표면에 강모 또는 구자모상의 피침이 밀생한다.  1차

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강모 또는 [피침]을 가지고, 날개는 없다.  2차늑은 밀



180 
 

 

생하는 강모 또는 피침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거의 초승달 모양이며, 복면은 오목하거나 깊

게 홈이 진다.  염색체 수 2n = 12. 

    분류군 수: 약 15종 (한반도 2종). 

    분포: 뉴질랜드;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한반도산 사상자속의 검색표> 

1. 총포편은 5-8장이다.  소산경은 5-12개이다.  분열과는 난형이며, 분과는 좁

은 난형이고, 길이 2.3-2.6 mm이다 ························ 1. T. japonica  사상자 

1.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다.  소산경은 2-5개이다.  분열과는 장타원형이며, 분

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길이 5-7.2 mm이다 ········ 2. T. scabra  큰사상자 

1. Torilis japonica (Houtt.) DC., Prodr. 4: 219, 1830.  Caucalis japonica 

Houtt., Nat. Hist. 2(8): 42, 1777.  Torilis anthriscus var. japonica (H

outt.)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r. 2, 3: 856, 1903.  Type: 

Japan. Without specific locality and date, Thunberg s.n. (lectotype, G-

PREL!—G00096184, designated by Burdet, Jacquemoud & Reduron in 

Reduron, Ombellifères de France, vol. II, 2524, 2008 [photo at G!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ge.ch/musinfo/bd/cjb/chg 

/?lang=en]). 

Tordylium anthriscus L., Sp. Pl. 240, 1753.  Caucalis anthriscus (L.) 

Huds., Fl. Angl. 99, 1762.  Torilis anthriscus (L.) C. C. Gmel., Fl. Ba

d. 1: 615, 1805, nom. illeg., not Gaertn. (1788).  Type: Europ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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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locality and date, Col? (lectotype, BM-CLIFF!—BM000558245, 

designated by Jury, Southam & Reduron in Jarvis et al., Taxon 55: 215, 

2006 [photo at BM-CLIFF!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nhm. 

ac.uk/research-curation/scientific-resources/collections/botanical-

collections/clifford-herbarium/database/index.dsml]). 

Caucalis elata D. Don, Prodr. Fl. Nepal. 183, 1825.  Torilis elata (D. Don) Spre

ng., Syst. Veg., ed. 17, 4(2): 119, 1827.  Type: Nepal. “M. altissim. 

Nepaliae”, 1821, Wallich 565 (lectotype, K-WALLICH,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229, 2017 [not seen]; isolectotype, CAL 

[not seen], M!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Torilis praetermissa Hance, Ann. Sci. Nat., Bot., sér. 5, 5: 214, 1866.  

Type: China. Guangdon, Prope Cantonem, Jun 1865, Sampson 11399 

(lectotype, K!—K000695518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gotoHomePage.do]; syntypes, BM!—

BM000944707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 collection-specimens], NY [not seen]). 

국명: 사상자 

    식물체는 일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0.2-)0.3-1 m이다.  원뿌리는 

연갈색이고, 지름 2-5 m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진녹색이고, 대개 상부에서 다

수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2-4.5 mm,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긴 강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1-3장이고,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엽병

은 길이 2-7.4 cm이며, 엽초는 삼각형으로, 2.2-3 × 0.8-1.2 cm이고, 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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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며, 7.5-10 × 3-5.5 cm이고, 상

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며, 양면에 누운 강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

소엽은 좁은 난형으로, 우상심열하고, 2.5-3.3 × 1.2-1.8 cm, 선단은 예두 내

지 점첨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3-5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형으로, 우상천

열하거나 결각되고, 2.2-3 × 1-1.5 cm, 선단은 예두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또

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0.5-5 × 1-1.5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4-10.6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최

상부 경생엽의 경우 거의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이고, 6.2-14 

× 4.8-12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1회 3출복엽으로, 2-4.2 × 1.2-2.8 cm

이며, 소엽은 우상심열하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며, 

지름 2.5-3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이고, 3-5개의 양성화 및 3-5개의 웅

성화로 이루어지며, 지름 6-9 mm이다.  화경은 길이 5-10.6 cm이고, 표면에 

긴 강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은 5-12개, 길이 (0.7-)1.1-2.1 cm이

고, 표면에 백색의 누운 강모가 있다.  총포편은 5-8장,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

거나 간혹 선단부가 3열하고, 0.5-1(-2) cm× 약 0.2 mm이며, 서로 크기가 다

르고, 예두이며, 표면에 누운 강모가 산생한다.  소화경은 길이 1-3 mm이고, 표

면에 누운 강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5-8장,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고, 2-5 

× 약 0.1 mm, 예두이며, 잔털 거치연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약간 좌우상

칭이며, 웅성화는 지름 약 1.5 mm로 양성화보다 약간 작고, 양성화는 지름 약 2 

mm이다.  악편은 작으며, 삼각형이 고,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띠

는 백색이며, 약 1 × 1 mm, 설저이고, 소산형화서 가장자리의 꽃의 경우 바깥쪽 화

판이 안쪽 화판보다 약간 크다.  수술은 길이 약 1 mm이며, 약은 백색을 띠는 분홍

색으로, 아구형 내지 장타원형, 약 0.2 × 0.2 mm이고,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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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고, 길이 0.5-1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진녹색이며,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약 2.5 mm이며, 길이의 1/3-1/2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고, 2.3-2.6 × 1-1.5 mm이며, 1차늑을 제외한 표면에 구자모상의 

피침이 밀생하고, 피침은 길이 약 0.5 mm이다.  종자의 복면은 깊게 오목하다. 

    개화기: 5-7월.          결실기: 6-9월. 

    분포: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귀화). 

    한반도 분포: 전도.  저지대의 양지바른 곳, 길가, 개울가, 교란된 장소.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alt. 884 m, 21 Aug 2006, S.P. Hong et al. 

K82109 (SNU 109845);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Danggol 

square, 9 Aug 2013, K. Kim et al. 427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Gariwang-san, 13 Jul 1989, E.J. Lee s.n. (SNU 70769, 

70770); Hongcheon-gun, Nae-myeon, Changchon-ri, Gyebang-san, 

Northwest 2 km from Sogyebang-san, 30 Aug 1998, H.W. Lee & S. J. Lee 

98-233 (SNU 93917); Samcheok-si, Gagok-myeon, Punggonk-ri, 

Myeon-san, 16 Aug 1990, S.H. Oh s.n. (SNU 74051, 74225); Taebaek-si, 

Taebaek-san, 3 Aug 1996, J. Song 00203 (SNU 86843); Pyeongchang-

gun, Daehwa-myeon, Haanmi-ri, 4 Sep 2016, H.J. Suh 4-3 (SNU); 

Cheolwon-gun, Dongsong-eup, Geumhak-san, 2 km sw Chorwon, 12 Jun 

1967, alt. 400 m, Col? (SNU); Goseong-gun, Gonbong-san, 17 Jun 1967, 

alt. 200–800 m, Col? (SNU 425, 426).  Gyeonggi: Namyangju-si, Onam-

myeon, Cheonma-san, at the roadside of W-facing slope, alt. 900 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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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98, J. Choi 3 (SNU 89017); Gwangju-si, bottom of Taehwa-san, 

near stream, 20 Jun 2017, J.H. Kim 16, 17 (SNU); Gapyeong-gun, Buk-

myeon, Myeongji-san, 17 Aug 2010, K. Kim 163, 186 (SNU).  Seoul: 

Eunpyeong-gu, Jinkwan-dong, Bukhansan National Park, from Sanseong 

office to Wonhyo-bong, 21 Jul 2001, C.W. Park et al. 1160 (SNU).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Ganghwa-do, 12 Aug 1969, Col? 

(SNU 44359).  Chungbuk: Danyang-gun, Gagok-myeon, Sobaek-san, 

without date, H.K. Choi s.n. (SNU); Hansu-myeon, Songgye-ri, 27 Jun 

1988, J.H. Lee s.n. (SNU 68061); Danyang-gun, Gagok-myeon, Sobaek-

san, near the protective area of Taxus cuspidata colony, behind spring, alt. 

1300 m, 17 Jul 1999, C.W. Park et al. 10635 (SNU); Jecheon-gun, 

Baekun-myeon, Chado-ri, Baekun-san, roadside, 17 Jul 1993, H. Won 

93-6-3 (SNU 80483).  Chungnam: Hongseong-gun, Gwangcheon-eup, 

Oseo-san, near Myeongdae valley, sunny place, alt. 120 m, 21 Jun 1997, 

S.K. Lee 159 (SNU 88325); Taean-gun, Gonam-myeon, Janggok-ri, 

Unyeo beach, 28 Jun 2014, H.J. Suh s.n. (SNU).  Gyeongbuk: Uljin-gun, 

Buk-myeon, Bugu-ri, 27 Jul 1980, Y.H. Chung s.n. (SNU 51836, 51837); 

Cheongsong-gun, Budong-myeon, Juwang-san, 16 Jul 2011, S.J. Lee 

1540 (SNU); Ulleung-gun, Buk-myeon, Cheonbu-ri, 21 Jun 1937, P.S. 

Toh & H.J. Shim s.n. (SNU 9714);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22 Jul 1937, P.S. Toh & H.J. Shim s.n. (SNU 9731).  Gyeongnam: 

Tongyeong-si, Sanyang-eup, 22 Jul 2005, K.R. Park 331 (SNU 106969).  

Jeonbuk: Gunsan-si, edge of reservoir, 21 Jun 2012, K. Kim 3, 4 (SNU).  

Jeonnam: Naju-si, Dasi-myeon, near Jeongyeolsa temple, alt. 72 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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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06, T.S. Jang K61006 (SNU 105950); Sinan-gun, Huksan-myeon, 

Huksan-do, wayside, sunny place, 22 Jun 2013, K. Kim & T.Y. Choi 1372 

(SNU); Sinan-gun, Huksan-myeon, Hong-do, 18 Aug 2015, H.J. Suh 14 

(SNU).  Jeju: Jeju-si, Aewol-eup, Yusuam-ri, Guetmuloreum, 18 Jul 

2010, K. Kim 101, 103, 104, 105 (SNU); 20 Jul 1935, P.S. Toh s.n. (SNU 

9733, 9734, 9735).   

    Russia: Primorsky Krai:  near Vladivostok, alt. 23 m, 3 Aug 2011, C.W. 

Park et al. 2, 6, 121 (SNU); Novaya Moskva, upstream of Shkotovka river, 

22 Sep 2012, C.W. Park et al. 844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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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Torilis japonica (Houtt.) 

DC. [Thunberg s.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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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rilis scabra (Thunb.) DC., Prodr. 4: 219, 1830.  Chaerophyllum scabrum 

Thunb. in Murray, Syst. Veg., ed. 14, 289, 1784.  Myrrhis scabra 

(Thunb.) Spreng, Syst. Veg. 1: 902, 1824.  Caucalis scabra (Thunb.) M

akino, Bot. Mag. (Tokyo) 7: 44, 1893.  Anthriscus scabra (Thunb.)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51, 1916.  

Type: Japan. Honshu, “Crescit prope Iedo [Tokyo] et alibi”, without 

date, Col? (not seen). 

국명: 큰사상자 

    식물체는 일년생 또는 이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30-75(-90) cm이다.  

원뿌리는 연갈색이고, 지름 2-4.5 m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 내지 진녹색

이고, 상부 에서 다수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0.2-1 cm,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긴 강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2-4장 이고, 2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2-6 cm이며, 엽초는 삼각형으로, 1-1.8 × 0.8-1.2 cm이고, 가

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광난형이며, 12-

15 × 16-18 cm이고,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며, 양면에 누운 강모가 산

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으로, 우상심열하고, 1.6-2 × 0.6-1 cm, 선

단은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2-3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좁은 난형 내지 

장타원형으로, 우상천열하거나 결각되고, 0.8-1 cm× 5-8 mm, 선단은 예두이

며, 최종열편은 피침형이고, 1-3 × 약 0.5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

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4-5.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좁은 난형 내지 난형이고, 8.5-14.3 

× 5.5-12.5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2회 우상심열하고, 2.5-3.2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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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고, 지름 2.5-3.2 cm이

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2-6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6-9 mm이다.  화

경은 길이 2.5-5.5 cm이고, 표면에 누운 강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은 

2-5개, 길이 1-5 cm이고, 백색의 누운 강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대개 없으며, 

드물게 1장이고, 있는 경우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고, 2-2.5 cm × 약 0.5 mm,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2.4-5(-8) mm이며, 표면에 누운 강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2-6장이고, 선형으로, 4-8 × 약 0.2 mm이며, 표면에 누운 강모가 밀

생한다.  꽃은 양성이고, 방사상칭 또는 약간 좌우상칭이며, 지름 약 2 mm이고, 악

편은 작으며, 삼각형이고,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띠는 백색이며, 약 

0.7 × 0.7 mm, 설저이고, 소산형화서 가장자리의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안쪽 

화판보다 약간 크다.  수술은 길이 약 0.5 mm이며, 약은 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

원형이고, 길이 0.2-0.3 mm이며,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이고, 화주는 직립하

거나 비스듬히 서며, 길이 약 0.6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진녹색 또는 암자색

을 띠는 녹색이고,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5-6.5 mm이고, 길이의 1/3-

1/2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5-7.2 × 2-3.2 mm이고, 1차늑을 

제외한 표면에 구자모상의 피침이 밀생하며, 피침은 길이 0.5-1 mm이다.  1차

늑에는 2 또는 3열하는 강모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깊게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12. 

    개화기: 5-7월.          결실기: 6-9월. 

    분포: 대만, 일본 남부, 중국 남동부, 한국; 북아메리카 (도입). 

    한반도 분포: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저지대의 양지바른 곳, 길가, 개울가, 교란

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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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25 May 1935, 

Col? (SNU 9736).   

    Japan. Nagasaki-ken, Saikai-shi, Nanatsugamago, Tsusima, entrance of 

the trail of Shiratake, 5 May 2014, H.J. Suh 1-1 (SNU).   

    Korea. Gyeongbuk: Ulleung-gun, Buk-myeon, Cheonbu 4-ri, Jigaek-

gol, 25 May 2014, H.J. Suh s.n. (SNU).  Gyeongnam: Geoje-si, Ilun-

myeon, Gwaneumam temple, K. Kim 3, 5, 20, 22 (SNU).  Jeonnam: Buan-

gun, Jinseo-myeon, Seokpo-ri, Gwaneum-bong, in Naesosa temple, 21 

May 2001, H. Cho & J. Jang 35 (SNU 94914); Buan-gun, Jinseo-myeon, 

Seokpo-ri, Gwaneum-bong, in Naesosa temple, 21 May 2001, C.W. Jang 

& P.G. Park 44 (SNU 94091); Sinan-gun, Huksan-myeon, Gageo-do, 

near the top of Doksil-san, 23 Jun 2013, K. Kim & T.Y. Choi 1377, 1379 

(SNU); Yeonggwang-gun, Bulgap-myeon, Bulgapsa temple, 17 May 2013, 

H.J. Suh s.n. (SNU); Sinan-gun, Heuksan-myeon, Gageo-do, Doksil-san, 

17 May 2014, H.J. Suh s.n. (SNU).  Jeju: Jeju-si, 31 May 1991, E.Y. Kim 

s.n. (SNU 79763); Jeju-si, Jocheon-eup, Seonheul-ri, entrance of 

Dongbaekdongsan wetland, 11 May 2013, K. Kim 1053, 1054 (SNU). 

 

9. Coriandrum L., Sp. Pl. 256, 1753. 

Type: C. sativum L. 

국명: 고수속 

    일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냄새가 강하다.  뿌리는 원뿌리이다.  줄기

는 직립하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원통형이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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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드물

게 단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

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소엽은 불규칙하게 우상천열하거나 결각되며,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이고, 최종열편은 좁은 선형 내지 피침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

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이루어지거

나, 양성이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소산경은 여러 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총

포편은 대개 없거나 드물게 1장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 

선형 내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는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 또는 좌

우상칭이다.  악편은 뚜렷하고,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며, 도란형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간혹 깊게 2열한다.  수술은 대개 돌출하고,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고, 신장된다.  분열과는 구형이며, 분과병은 깊게 2열한다.  분

과는 반구형이고, 표면이 평활하다.  1차늑은 뚜렷하지 않으며, 파상이고, 날개는 없

다.  2차늑은 뚜렷하며,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유관은 접합면에 2개가 있으며, 

늑간 아래에는 없다.  종자의 복면은 오목하다. 

    분류군 수: 1 또는 2종 (한반도 재배 1종). 

    분포: 지중해 연안. 

1. Coriandrum sativum L., Sp. Pl. 256, 1753.  Type: Italy. “Habitat in Italiae 

agris. Coriandrum fructibus globosis”,  Burser s.n. (lectotype, UPS [not 

seen], designated by Jansen, Spices, condiments and medicinal plants in 

Ethiopia, 60, 1981).  

Coriandrum globosum Salib., Prodr. Stirp. Chap. Allerton 166, 1796, nom. 

il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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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m coriandrum Vest, Man. Bot., 513, 1806, nom. illeg.; Selinum coriandru

m E. H. L. Krause, Deutschl. Fl., ed. 2, 12: 163, 1904.  Type: Europe. 

“In hortis Musniae, Daniae & c.”, 1600–1625, Burser s.n. (lectotype, 

UPS [not seen], designated by Jansen, Spices, condiments and 

medicinal plants in Ethiopia, their taxonomy and agricultural significance, 

60, 1861). 

국명: 고수 

    식물체는 키 0.5-0.9(-1) m이고, 무모이다.  원뿌리는 연갈색이며, 방추형

이고, 지름 5-8 mm, 가늘다.  줄기는 녹색이며, 간혹 자색을 띠고, 분지하지 않거

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지름 3-7 mm, 속이 비어 있다.  근생엽은 1 또 는 2회 우

상복엽이고, 드물게 단엽으로 3갈래로 천열 또는 중열하며, 개화 시 시들고, 엽병

은 길이 7-12.8 cm이며, 기부가 짧게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

며, 1-1.8 × 0.5-1 c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고, 11-20.5 × 4-8 cm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부채형으로, 

불규칙하게 결각되거나 갈리며, 0.8-3 × 0.8-1.7 cm, 선단은 예두 내 지 둔두

이고, 소엽병은 길이 3-7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형으로, 1.2-1.8 × 

0.8-1.6 cm이며, 최종열편 은 피침형 내지 타원형이고, 1-3 × 0.4-2 mm이다.  

경생엽은 2회 우상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4-9.5 cm이

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

지 삼각형이고, 12-19 × 6.5-8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전체적으로 난형이

고, 2 또는 3회 우상심열하며, 1.2-2.3 × 1-1.6 cm이다.  경생엽의 정생소엽은 

능형으로, 우상심열하고, 1.3-1.9 × 1.2-1.9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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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생엽의 측소엽은 좁은 능형으로, 우상심열하고, 7-9 × 4-7 mm이며, 소

엽병은 길이 약 2 mm이고, 최종열편은 선형 또는 실 모양이며, 길이 3-5 mm, 

예두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3-4.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

성으로 4-6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4-12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양성이

며, 지름 1.2-1.5 cm이다.  화경은 길이 3.2-6(-9.5) cm이고, 소산경은 2-8개, 

길이 0.7-2 cm이며,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고, 있는 경우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길이 약 5 mm, 예두이다.  소화경은 길이 1.5-5 mm 이며, 소총포편은 2-5장, 

선형 내지 피침형이고, 1-2.5 × 약 0.3 mm이며, 크기가 다르고, 성숙 시 뒤로 젖

혀지며, 예두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양성화보다 작으며, 지름 

2-2.5 mm, 양성화는 지름 3-5 mm이다.  악편은 난상 피침형 내지 삼각상 난형

으로, 1-2 × 약 0.5 mm, 예두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고, 웅성화의 경우 

0.5-1 × 0.5 mm, 양성화의 경우 1-3 × 0.5-3 mm이며, 소산형화서의 가장자리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더 크고, 크기가 같거나 다르게 2갈래로 심열한다.  수술

은 길이 1.5-2 mm이며, 약은 진분홍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5 mm이며, 화주

판은 길이 0.3-0.4 mm, 화주는 길이 0.8-1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

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분과병은 길이 0.8-1 mm이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약 1.5 × 1.5 mm이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4-8월.          결실기: 5-10월. 

    분포: 지중해 연안 원산.  전 세계적으로 재배. 

    한반도 분포: 전도.  도입되어 사찰 주변에서 재배.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gi: Namya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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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eob-eup, Gwangreung, 12 Jun 1932, P.S. Toh s.n. (SNU 9744, 9745).  

Jeju: Jeju-si, Aewol-eup, Susan-ri, Susan-bong, 10 May 2015, C.S. Kim 

1, 2, 3, 4, 5, 6 (SNU); Jeju-si, Gujwa-eup, Songdang-ri, 4 Aug 2003, J.H. 

Tho s.n. (WTFRC). 

 

10. Pleurospermum Hoffm., Gen. Pl. Umbell. viii, 1814. 

Type: P. austriacum Hoffm. 

Physospermum Cusson ex Juss., Hist. Soc. Roy. Méd. 5: 279, 1787.  Type: 

P. aquilegiifolium (All.) W.D.J. Koch 

Hymenolaena DC., Prodr. 4: 244, 1830.  Type: H. candollei Wall. ex DC. 

Aulacospermum Ledeb., Fl. Altaic. 4: 334, 1833.  Type: A. anomalum 

Ledeb. 

Hymenidium Lindl., Ill. Bot. Himal. Mts. 233, 1835.  Type: H. brunomis 

(DC.)  Lindl. 

Trachydium Lindl., Ill. Bot. Himal. Mts. 232, 1835.  Type: T. roylei Lindl.  

Pterocyclus Klotzsch, Bot. Ergebn. Reise Waldemar 150, 1862.  Type: P. 

angelicoides (Wall. ex DC.) Klotzsch. 

국명: 왜우산풀속 

다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으로, 원뿌리 또는 [속생하는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고, 길게 신장되거나 [간혹 짧으며], 대개 비후되거나 [드물게 가늘

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

하고, 1-3회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대개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며, 소엽은 피침형, 난형 또는 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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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각되거나 우상천열하고, 선단은 예두 또는 점첨두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

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소산경은 소수-다수이고,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

며], 총포편은 여러 장이고, 뚜렷하며, 뒤로 젖혀지고, 우상천열 하거나, 선단부에

서 결각되거나 또는 [갈리지 않으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소화경은 비스듬

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며, 뚜렷하고, 가장자리가 건막

질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방사상칭이다.  악편은 뚜렷하거나 [흔적적이

고], 화판은 백색 또는 [자색을 띠는 적색]이며, 난형 내지 광난형 또는 [장타원형]

이고, 둔두 또는 점첨두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기부에 화조가 있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

며, 화주판보다 길거나 [짧다].  분열과는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기

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좁은 난형 또는 [좁은 장타

원형]이고, 무모이며, 표면이 돌기상이거나 [평활하다].  1차늑은 뚜렷하고, 단면

이 삼각형이며, 능선이 뾰족하고, 좁은 날개를 가지며, [날개는 간혹 파상이고], 2

차늑은 흔적적이다.  유관은 6, [8 또는 (10)]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 [4 또는 (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초승달 모양이며, 복면이 오목하다. 

    분류군 수: 약 40종 (한반도 1종). 

    분포: 아시아, 유럽. 

1. Pleurospermum uralense Hoffm., Gen. Pl. Umbell .  ix,  1814.

Type: Russia. “Hortum Gorenk. et botanicum Mosquens introducto F. G.

 Helm.”, without date and collector, (holotype, LE?).   

Pleurospermum camtschaticum Hoffm., Gen. Pl. Umbell. x, 1814.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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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Kamtschatka, Langsdorff”, without date and collector (holotype, 

LE [not seen]). 

Pleurospermum archangelica Ledeb., Fl. Altaic. 1: 369, 1829.  Type: 

Kazakhstan. “In Sibiria altaica ad rivulorum margines circa Riddersk”, 

without date, Col? (not seen). 

Pleurospermum austriacum Hoffm. subsp. uralense (Hoffm.) Sommier, 

Fl. Ob Inf. 73, 1893.  Type: Based on Pleurospermum uralense Hoffm. 

국명: 왜우산풀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1-1.5(-2) m이다.  뿌리는 원뿌

리이고, 암갈색이며, 지름 0.8-1.8 cm이다.  줄기는 연녹색 내지 녹색이고, 대

개 분지하지 않으나, 간혹 상부에서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2-7 mm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

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길이 15-26 

cm이고,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난형이며, 3.5-7 × 0.8-1.6 cm, 무모이다.  근생

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며, 22-42.5 × 

28.5-47 cm이고, 상면은 무모이며, 하면에는 짧고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근

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으로, 우상천열하며, 2.5-4.5 × 1-3.5 cm, 선단은 예두 

또는 점첨두이고, 기부는 설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0.8-1.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좁은 난형으로, 우상천열하고, 2-4.2 × 0.8-2.3 cm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내지 좁은 타원형이고, 0.7-1.9 × 0.6-1 c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

사하며, 대개 2회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7-2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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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21-30 × 26-35.6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1회 

우상으로 갈리며, 3.8-4.5 × 2.5-3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며, 지름 7-1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10-12개의 웅

성화가 중앙에, 12-28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며, 지름 약 1.5 cm이다.  화경

은 길이 8-12 cm이고, 선단부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

은 14-40(-58)개, 길이 5-15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

포편은 6-9장,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며, 우상천열하고, 2-6.8 × 1-3 cm, 예두, 

설저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0.5-1.2 cm이고, 비스듬히 서며, 향축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6-14장이고, 개화 시 뒤로 젖혀지며, 선

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우상심열하며, 0.4-1 cm × 0.5-1 mm, 예두 또는 

점첨두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지름 5-6 mm이며, 악편은 넓은 삼각형이

고, 약 0.5 × 0.5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2-2.5 

× 약 1.5 mm, 예두이다.  수술은 길이 1.5-2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타원형이

고, 길이 0.3-0.5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0.5-0.8 mm, 가장자리가 파상이며, 

화주는 길이 1-1.8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난형

이며, 분과병은 길이 5.5-6 mm이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고, 4-8 × 4-6 mm

이며, 표면에 돌기가 산생한다.  1차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고, 두껍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염색체 수 2n = 18. 

    개화기: 6-7월.          결실기: 7-8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의 숲 속.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ambuk: Gyeongse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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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mo-bong, 15 Jul 1936, P.S. Toh s.n. (SNU 9746).  Hamnam: 

Jangjin-gun, Bujeon Plateau, P.S. Toh & H.J. Shim s.n. (SNU 9747); 

Anbyeon-gun, Sambang, 10 Jun 1933, P.S. Toh s.n. (SNU 9748).  

Pyeongbuk: Yeongbyeon-gun, Myohyang-san, 20 Jul 1938, P.S. Toh & 

H.J. Shim s.n. (SNU 9750).  Gangwon: Goseong-gun, Hyangro-bong, 27 

May 1968, Y.H. Chung s.n. (SNU 3646).  Gyeonggi: Gapyeong-gun, 11 

May 1935, P.S. Toh s.n. (SNU 9751);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7 Jun 1935, P.S. Toh s.n. (SNU 9752, 9753, 9754). 

    Russia. Primorsky Krai: suburb of Vladivostok, vicinity of Academic 

town, broad-leaved forest, stony shady slope, frequent, fl. 30 Jun 1985, fr. 

4 Sep 1985, S. Kharkevich & T. Buch s.n. (SNU); 3 Aug 2011, C.W. Park 

et al. 43 (SNU); 23 Jun 2012, C.W. Park et al. 16 (SNU). 

 

11. Aegopodium L., Sp. Pl. 265, 1753. 

Apium L. sect. Aegopodium Calest., Webbia 1: 179, 1905.   Type: A. 

podagraria L. 

국명: 왜방풍속 

    다년생 초본으로, 지하경은 옆으로 뻗는다.  줄기는 직립하며,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

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1 또는 2회 우 상복엽이

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

각형 내지 넓은 삼각형이고, 소엽은 피침형 내지 난형으로, 결각되거나 갈리며, 최

상부 경생엽은 작고, 대개 3열하거나 우상으로 갈린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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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잎보다 

길며, 소산경은 8-25개이고,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며], 총포편은 대개 없

고, 드물게 1[-3]장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며], 소총포편

은 없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다]. 화판은 백색 또

는 [적색을 띠는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장타원상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선단부에서 2열한

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무모이다.  1차늑은 불분명하고, 실 모양이

며, 날개는 없고, 2차늑은 흔적적이다.  유관은 흔적적이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분류군 수: 약 7종 (한반도 1종). 

    분포: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1종 재배. 

1. Aegopodium alpestre Ledeb., Fl. Altaic. 1: 354, 1829.  Type: Russia. 

“Siberie, Altai: in subumbrosis alpestribus montis crucis circa fonts fl. 

Ubae albae et Tscharysch”, without date, Ledebour s.n. (syntypes, P!

—P02518728, P0251874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Carum alpestre (Ledeb.)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

u, n. s. 29: 199, 1916.  Type: Not cited. 

Aegopodium alpestre f. scabrum Kitag., Lin. Fl. Manshur. 332, 1939.  

Type: Not cited. 

Aegopodium alpestre f. tenerum H. Hara, Bot. Mag. (Tokyo) 50: 3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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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Type: Not cited. 

Aegopodium alpestre f. tenuisectum Kitag., Lin. Fl. Manshur. 332, 1939.  

Type: Not cited. 

Aegopodium alpestre var. daucifolium Gorovoj, Umbelliferae Moris. of Prim

orye and Priamurye 90, 1966.  Type: Not cited. 

국명: 왜방풍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30-90 c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

경은 갈색이고, 길이 3-12 cm이다.  줄기는 연녹색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

에서 분지 하고, 원통형이며, 지름 2-6 mm이고,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

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3장으로,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6-15 cm, 무모이며, 엽초는 녹색으로, 타원형 또는 아원형이고, 0.6-1 × 

0.8-1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 적으로 삼각형 또는 넓은 

삼각형이고, 6-12 × 6-9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좁은 난형으로, 결

각되거나 우상천열하며, 1.2-4 × 0.7-2.2 cm, 선단은 예두이고, 소엽병은 길이 

2-4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1.4-3.5 × 0.6-1.8 cm

이고, 최종열편은 피침형 또는 좁은 난형이며, 3-8 × 1.5-4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5.5-9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

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며, 10-11 × 7-12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좁은 

난형이며, 예거치연이거나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고, 1.5-2.5 × 0.4-1.5 cm

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2.5-6 cm이다.  소산

형화서는 잡성으로 10-15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6-10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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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양성으로, 지름 0.7-1 cm이다.  화경은 길이 6-20 cm, 무모이며, 소산경

은 8-16개, 비스듬히 서고, 길이 1-4 cm이며, 향축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

다.  총포편은 대개 없고, 드물게 1장이며, 있는 경우 선형 내지 실 모양이고, 7-9 

mm× 약 0.5 mm이다.  소화경은 길이 2-9 mm,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

성이며, 지름 1.5-2.5 mm,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0.7-1 × 약 0.5 mm, 설저이다.  수술은 길이 0.6-1.5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약 0.2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이고, 화주는 길이 약 

0.5 mm,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

며, 장타원형 내지 장타원상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2.2-3.5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2.5-3.5 × 1-1.5 mm이다.  염색체 수 2n = 66, 88. 

    개화기: 6-7월.          결실기: 7-8월. 

    분포: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평북, 평남, 강원, 전북.  고산 지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Inje-gun, Buk-

myeon, Daeam-san, 13 Jul 1969, Y.H. Chung s.n. (SNU 43833);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alt. 1453 m, 30 Jun 2007, S.P. 

Hong et al. K070630085 (SNU 101838); Taebaek-si, Hyeol-don, from 

Yuilsa temple to the top of Taebaek-san, alt. 1350–1400 m, 15 Jun 2013, 

K. Kim et al. 260 (SNU); Taebaek-si, Hyeol-don, from Yuilsa temple to 

the top of Taebaek-san, alt. 1350–1400 m, 6 Jul 2013, K. Kim 51 (SNU); 

Taebaek-si, Taebaek-san, 16 Jun 1996, J.S. Song 00074 (SNU 86715);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20 Jun 2012, H.J. Suh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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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SNU); Inje-gun, Buk-myeon, Daeam-san, 26 Jun 2016, H.J. 

Suh s.n. (SNU [2 sheets]).  Jeonbuk: Muju-gun, Seolcheon-myeon, 

Dukyu-san, 15 Jul 2011, G.S. Bhandari Umb1 (SNU).   

    Russia. Primorsky Krai: Vladivostok, 3 Aug 2011, C.W. Park et al. 36, 

53, 77 (SNU); 25 Jun 2012, C.W. Park et al. 36-1, 36-2, 36-3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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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Aegopodium alpestre Ledeb. 

[Ledebour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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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upleurum L., Sp. Pl. 236, 1753. 

Type: B. rotundifoium L. 

국명: 시호속 

    다년생, 간혹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 또는 [드물게 아관목 또는 관목]으로, 양

성화주 또는 [드물게 웅성일가화성]이며, 무모이고, 원뿌리 또는 수염뿌리를 가지

며, 간혹 지하경이 발달한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길게 신장되고, 가늘거나 굵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거나 없고, [드물게 뚜렷한 지상경이 발달하지 않는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단엽이며, 엽병은 있거나 없고, 있는 경우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갈리지 않고, 엽저는 유저, 심장저, 이저 또는 [관천저]이며, 엽맥은 대개 평

행맥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성긴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드물게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구성되며],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게 신장되고, 소산경은 소수-다수이며,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거

나 또는 [넓게 벌어진다]. 총포편은 1-여러 장으로, 간혹 조락하고, 선형 내지 난

형이며, 간혹 최상부 경생엽과 유사하고, [드물게 없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고, 선형 또는 난형 내지 원형이며, 간혹 크고, 

[드물게 없다].  꽃은 양성 또는 [드물게 웅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흔적적이

다.  화판은 황색, 녹황색, [분홍색 또는 암자색]이며, 장타원형, 도란형 또는 [원형]

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전연 또는 [드물게 거치연]이다.  화주판은 원추형

이거나 납작하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며, 짧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구형 또는 타원형 이고, 분과병은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

작하며, 좁은 장타원형 내지 반구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고, 표면은 평활하거나 [망

상, 돌기상 또는 유두상이며], 무모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거나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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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가지며, 드물게 불분명하고], 2차늑은 없다.  유관은 [7-]15-28[-32]

개로, 늑간 아래에 [1-]3-[6]개씩, 접합면에 3-8개가 있으며, [간혹 불분명하

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 또는 아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거나 또는 

홈이 진다].  염색체 수 x = 6, 7, 8. 

 

    분류군 수: 180-190종 (한반도 5종). 

    분포: 구대륙의 난온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귀화). 

<한반도산 시호속의 검색표> 

1. 경생엽의 엽저는 유저이며, 줄기를 감싸지 않는다. 

2. 경생엽은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고, 엽맥은 3-5개이다.  소화경은 길이 

1-1.5 mm이다 ····································· 1. B. scorzonerifolium  참시호 

2. 경생엽은 피침형,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엽맥은 7-9개이다.  소화경은 

길이 2-3 mm이다 ······································· 2.B. komarovianum  시호 

1. 경생엽의 엽저는 심장저 또는 이저이며, 줄기를 감싼다. 

3. 총포편 및 소총포편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다 ·· 3. B. longiradiatum 

3. 총포편 및 소총포편은 난형이다. 

4. 근생엽은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며, 양면 모두 녹색이고, 3-11.2 × 

0.4-1.2 cm, 엽저는 유저이며, 엽맥은 5-7개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

·························································· 4. B. euphorbioides 등대시호 

4. 근생엽은 광난형이며, 상면은 녹색, 하면은 회녹색이고, 7.5-16.4 × 6.2-

13.7 cm, 엽저는 아심장저 내지 심장저이며, 엽맥은 9-12개이고, 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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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다 ······················································· 5. B. latissimum 섬시호 

 

1. Bupleurum scorzonerifolium Willd., Enum. Pl. 300, 1809.  Bupleurum falca

tum L. var. scorzonerifolium (Willd.) Ledeb., Fl. Ross. 2: 267, 1844.  

Bupleurum falcatum subsp. scorzonerifolium (Willd.) Koso-Pol., Trud

y Imp. S.-Peterburgsk. Bot. Sada 30: 219, 1913.  Type: Russia. “Ad 

lacum Baical”, Aug 1818, Col? (lectotype, B!—B-W05637-010,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26, 2017 [photo at B!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2.bgbm.org/herbarium/ [http:// 

herbarium.bgbm.org/object/BW05637010, image ID: 327922; 

isolectotype, LE!—LE00015719 [photo at LE!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partner/LE]).   

Bupleurum sinensium Gand., Bull. Soc. Bot. France 65: 30, 1918.  Type: 

China. “China orientalis, ad Tche-Fou, Dedeaux”, without date and 

collector (holotype, [not seen]). 

국명: 참시호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30-80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진한 

적갈색이며, 분지하고, 지름 4-7 mm이며, 길이 24 cm에 달한다.  줄기는 직립하

고, 녹색이며, 다수 분지하고, 지름 2-3 mm,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

유가 있다.  근생엽은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길이 5-14 cm이고, 엽신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녹색이며, 원주형이고, 

5-7 × 4-5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피침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

며, 9-14 cm × 2-3 mm, 엽선은 예두 내지 점첨두, 엽저는 유저이고, 엽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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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13-15.7 cm× 3-4 mm, 엽선은 예두이며, 엽저는 유저로, 줄

기를 감싸지 않는다.  최상부 경생엽은 좁은 피침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0.4-

1.1 cm × 약 0.8 m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면 이 편평하며, 지름 2-3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4-11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4-8 mm이다.  화경

은 길이 1-3 cm이며, 소산경은 3-1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1-3.2 cm

이다.  총포편은 1-3장이고, 조락하며,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

며, 0.3-1.2 cm× 0.3-0.5 mm, 예두이다.  소화경은 길이 1-1.5 mm이고, 소

총포편은 5 또는 6장, 피침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1.5-3 × 약 

0.5 mm, 예두이며, 맥은 3-5개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1-1.5 mm이다.  화

판은 연황색 내지 황색이며, 장타원형이고,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약 0.7 mm이

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약 0.2 mm이다.  화주판은 황색 내지 연

황색으로, 원추형이며, 길이 약 0.1 mm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길이 0.2-

0.3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고, 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2.5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고, 2-3.5 × 1-

1.8 mm이며, 표면이 평활하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유관은 16-22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며, 복면

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12. 

    개화기: 8-9월.          결실기: 8-10월. 

    분포: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황북, 황남, 경기, 경북, 전남, 제주.  구릉지 및 산지의 초지. 

    Ohwi (1965)와 Ohba (1999)는 B. scorzonerifolium (참시호), B. chin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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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두메시호) 및 B. angustissimum (Franch.) Kitag. (좁은잎시호)를 광의의 

B. falcatum L.의 이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Sheh and Watson (2005) 은 상

기 3종이 유럽에 분포하는 협의의 B. falcatum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이들은 모

두 독립된 종으로 처리하 였다. 

    한편, 리 (1998)는 중국 중부 및 북부에 널리 분포하는 B. chinense가 북한 지

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표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 분류학적 처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Bupleurum angustissimum은 원래 Franchet (1883)에 의해 너비 1-2 mm

의 좁은 선형의 잎을 가지는 특징에 의거하여 B. falcatum의 변종으로 기재되었

던 분류군이다.  본 분류군은 형태적으로 본 종과 매우 유사하며, 잎 의 너비를 제

외한 대부분의 형질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또한 식별형질인 잎의 너비도 연속적

인 변이를 나타내어, 이를 본 종의 이명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김과 윤 (1990)은 B. bicaule Helm (난쟁이시호)를 본 종의 이명으로 처

리한 바 있으나, Wang et al. (2011) 은 난쟁이시호의 염색체 수가 2n = 32로, 

2n = 12인 본 종의 염색체 수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따라서 

난쟁이시호의 정확한 분류학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wangbuk: Seoheung-gun, 10 

Aug 1942, Y.H. Chung s.n. (SNU); Seoheung-gun, 23 Sep 1933, P.S. Toh 

s.n. (SNU 9774); Seoheung-gun, 14 Sep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75).  Gyeongbuk: Uljin-gun, Buk-myeon, Bugu-ri, 28 Sep 1980, 

Y.H. Chung s.n. (SNU 51838, 51839, 51840).  Jeonnam: Haenam-gun, 

Munnae-myeon, Hakdong-ri, Usuyeong, 16 Sep 2014, D.H. Lee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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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Sinan-gun, Aphae-eup, Songgong-san, alt. 40 m, 17 Aug 2017, 

D.H. Lee 1 (SNU [2 sheets]); Sinan-gun, Aphae-eup, Songgong-san, alt. 

40 m, 17 Aug 2017, D.H. Lee 2 (SNU). 

    Russia. Primorsky Krai: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66, 

867 868 (SNU); Olenevod to Tikhoye, 16 Jul 2014, C.W. Park & T.Y. Choi 

47, 48, 59 (SNU). 

 

2. Bupleurum komarovianum Lincz., Fl. URSS 16: 319, 1950.  Bupleurum 

chinense DC. var. komarovianum (Lincz.) S. L. Liou & Y. H. Huang, Fl. 

Pl. Herb. Chin. Bor.-Orient. 6: 200, 1977.  Bupleurum falcatum L. 

subsp. komarovianum (Lincz.) Vorosch. in A. K. Skvortsov, Florist. Issl. 

Razn. Raionakh SSSR 183, 1985.  Type: China. “Mandshuria, in 

Quercetis in valle fl. Dzhurdecho, affuxinis fl. Mudandsian, prope 

Omoso”, 30 Jul 1896, Komarov s.n. (holotype, LE [not seen]). 

Bupleurum breviradiatum Regel in Kom. & Aliss., Key Pl. Far East USSR 8

00, 1932, not Wettst. (1892).  Type: Not cited. 

국명: 시호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7-1.2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경은 암갈색이고, 지름 0.5-1 c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하부에

서부터 분지하며, 지름 3-6 mm,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근생엽은 개화 시 시들고, 엽병은 길이 2-5.5 cm이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이며, 원주형이고, 0.7-1 cm× 6-8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피침형, 도피침형, 좁은 타원형 또는 간혹 좁은 주걱형이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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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0.8-1.2 cm, 엽선은 예두 내지 점첨두, 엽저는 유저이고, 상면은 녹색, 하

면은 회녹색이며, 엽맥은 7-9개이다.  경생엽은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없

다.  경생엽의 엽신은 피침형,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14.7-19 × 2.1-3.6 

cm, 엽선은 점첨두 내지 급첨두이고, 엽저는 유저로, 줄기를 감싸지 않는다.  최상

부 경생엽은 좁은 피침형 내지 좁은 타원형이며, 0.3-1.3 cm × 1-2 m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고, 지름 3.2-4.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8-14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4-5.2 mm이다.  화경은 길이 2.2-3.8 cm

이며, 소산경은 6-13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6-2 cm이다.  총포편은 1-6

장이고, 드물게 없으며,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3-4 × 0.5-

1 mm, 예두이다.  소화경은 길이 2-3 mm이고, 소총포편은 5 또는 6장, 선형 내

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2-5 × 0.2-1 mm, 예두이며, 맥은 3-5개이다.  꽃

은 양성이고, 지름 1.2-1.8 mm이다.  화판은 연황색 내지 황색이며, 장타원형이

고,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0.7-1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형이고, 약 0.2 

× 0.2 mm이다.  화주판은 연황색 내지 연갈색으로, 원추형이며, 길이 0.1-0.2 

mm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길이 0.2-0.4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

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3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고, 2-

3.2 × 1.5-2 mm이며, 표면이 평활하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유관은 18-28

개로, 늑간 아래에 3-5개씩, 접합면에 6-8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

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8.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극동 러시아, 몽골, 중국 북동부 (지린, 헤이룽장),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구릉지 및 산지의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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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16 Jul 2014, J.H. Park & 

T.Y. Choi 67 (SNU).   

    Korea. Hamnam: 20 Jul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58).  

Gangwon: Samsheok-si, Singi-myeon, Anui-ri, 25 Aug 2016, T.Y. Choi 

568-5 (SNU); Inje-gun, Buk-myeon, Daeam-san, alt. 1200 m, 4 Jul 

1967, Y.H. Chung s.n. (SNU 40851, 40852); Yeongwol-gun, Hanbando-

myeon, Ssangyoung-ri, low hill, shady place, 22 Jul 2012, K. Kim et al. 

731, 732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Gariwang-san, 13 Jul 

1989, H.W. Lee s.n. (SNU 70771);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roadside in Sanghwangjimi village, near a house, edge of a farm, 

alt. 230 m, 24 Aug 2002, C.W. Park et al. 529 (SNU); Samcheok-si, 

Gagok-myeon, Punggok-ri, Seokgaejae, 19 Aug 2013, H.J. Suh 1019-1, 

1019-2 (SNU); Jeongseon-gun, Hwaam-myeon, Bukdong-ri, Deoksangi 

valley, 14 Oct 2014, H.J. Suh s.n. (SNU).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145 (SNU); 4 Aug 

2011, C.W. Park et al. 133-1, 133-2, 133-3, 133-4, 133-5, 142, 143, 

144, 145, 146, 147, 148 (SNU);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50, 851, 865 (SNU);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near Ryazanovka 

river, 24 Sep 2012, C.W. Park et al. 902, 903 (SNU). 

 

3. Bupleurum longiradiatum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

7: 719, 1844.  Type: Russia. “In Dahuriae maxime orientali ad fluvial 

Schilka et Argun [In herbidis ad fl. Schilka]”, in 1833, Turczaninow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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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60, 2005 [not seen]; isolectotypes, B [not seen], BP [not seen], C!

—C10008361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 

s.jstor.org/advanced Search], H!—H1148279 [photo at H!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 advanced Search], K [not seen], KW!

—KW001000560, KW001000561, KW001000562 [photo at KW!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LE 

[not seen], M!—M0172805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 jstor.org/advanced Search], NSK!—NSK0000239 [photo 

at NSK!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P!—P04348592, P03377724, P0337772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TK [not 

seen]). 

Bupleurum yokoyamae Miyabe & Tatew., Trans. Sapporo Nat. Hist. Soc. 1

5: 134, 1938.  Type: Japan. Hokkaido, “Yezo, prov. Tokachi, the upper 

Kogawa, Toyokoro”, 15 Aug. 1937, Yokoyama s.n. (holotype, SAP [not 

seen]). 

Bupleurum quadriradiatum Kitag., J. Jap. Bot. 39: 252, 1964.  Type: Japan. 

“Japonia: prov. Ise: ad ripas prope Hatta-mura, Inabe”, 25 Jul 1926, 

Usami s.n. (holotype, MAK [not seen]).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4-1.5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경은 지름 0.6-1.2 c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지름 3-7 mm,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근생 엽은 숙존하며, 

엽병은 자녹색이고, 길이 8-14 cm이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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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또는 자녹색이며, 원주형이고, 2.8-3.2 × 1.2-1.5 cm이다.  근생엽의 엽신

은 난형 내지 넓은 피침형이며, 9.5-15.7 × 2-6 cm, 엽선은 예두, 엽저는 유저

이고, 상면은 녹색, 하면은 회녹색이며, 엽맥은 7-11개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피침형이고, 엽

선은 예두, 엽저는 이저이며, 줄기를 감싼다.  최상부 경생엽은 좁은 난형 내지 피침

형이고, 0.4-1.2 cm × 2-4 m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면이 편평하며, 지름 

3.5-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8-15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2.5-4.5 cm이고, 소산경은 6-12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0.8-3.8 

cm이다.  총포편은 1-5장이며, 숙존하고, 피침형 또는 좁은 난형이며, 갈리지 않

고, 2-6 × 0.5-2 mm, 예두이며, 맥은 3 또는 5개이다.  소화경은 길이 0.2-1 

cm이고, 소총포편은 3-6장, 피침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며, 갈리지 않고, 1.8-

4.8 × 0.5-1 mm, 예두이며, 맥은 3 또는 5개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1-1.3 

mm이다.  화판은 황색이며, 장타원형이고,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0.8-1 mm이

며, 약은 녹황색으로, 아구형이고, 0.3-0.4 × 0.3-0.4 mm이다.  화주판은 황색

으로, 원추형이며, 길이 0.3-0.5 mm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길이 0.3-0.6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이고, 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

이 2.5-4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4-4.7 × 2-2.5 mm이며, 표면

이 평활하고, 다소 광택이 난다.  1차늑은 실 모양이며, 유관은 16-22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고, 복면

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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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의 검색표> 

1. 식물체는 키 0.7-1.5 m이다.  소산경은 길이 2-3.8 cm 이다.  소화경은 길이 

0.4-1 cm이다.  소총포편은 길이 1.8-2.2 mm이며, 소화경보다 짧다 ··········

······························································· 3a. var. longiradiatum  개시호 

1. 식물체는 키 38-65 cm이다.  소산경은 길이 0.8-1.7 cm이다.  소화경은 

길이 2-3 mm이다.  소총포편은 길이 3-4.8 mm이며, 소화경과 길이가 비슷

하거나 보다 길다 ······································ 3b. var. breviradiatum  좀시호 

 

3a. var. longiradiatum 

국명: 개시호 

    식물체는 키 0.7-1.5 m이다.  화경은 길이 2.5-4.5 cm이고, 소산경은 길이 

2-3.8 cm이다.  소화경은 길이 0.4-1 cm이며, 소총포편은 1.8-2.2 × 0.5-1 

mm이고, 소화경보다 짧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10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의 숲 속.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amnam: Anbyeon-gun, 

Sambang, 23 Jul 1933, P.S. Toh s.n. (SNU 9782, 9783); Bujeon Plateau, 

Jul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89); Baekam-san, 15 Jul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91, 9792, 9793, 9794); Bujeon 

Plateau, 25 Jul 1940, P.S. Toh & H.J. Shim s.n. (SNU 9784 9785, 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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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jeon Plateau, 25 Jul 1940, P.S. Toh & H.J. Shim s.n. (SNU 9787).  

Peyongbuk: Huicheon-gun, Nanglim-san, 23 Aug 1935, P.S. Toh & H.J. 

Shim s.n. (SNU 9780); Yeongbyeon-gun, Myohyang-san, from Bohyeon-

san to Beopwang-bong, 18 Jul 1938, P.S. Toh & H.J. Shim s.n. (SNU 9778, 

9779).  Gangwon: Inje-gun, Buk-myeon, Seorak-san, 27 Aug 2013, T.Y. 

Choi 690 (SNU);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alt. 1027 m, 

30 Jun 2007, S.P. Hong et al. K070630049 (SNU109674); Hwacheon-gun, 

Sanae-myeon, Hoemokhyeon, alt. 759 m, 27 Aug 2005, S.P. Hong et al. 

K08082710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before 

Manggyeongsa temple, along the trail, alt. 1300 m, 12 Sep 2012, K. Kim 

12912-18 (SNU); Yanggu-gun, Haean-myeon, Mandae-ri, entrance of 

Daeam-saemteo spring, 23 Aug 2014, K. Kim & H.J. Suh 1870 (SNU); 

Yangyang-gun, Seo-myeon, Seorak-san, 20 Aug 2007, M. Kim 70440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alt. 1493 m, 2 Aug 

2006, Y.D. Kim et al. 2006-0407 (SNU 109532);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Sohwangbyeongsan Wetland to 

Samyang pasture 2nd complex, 10 Aug 2014, H.J. Suh 26 (SNU);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alt. 900 m, 

13 Sep 2014, H.J. Suh 16 (SNU); Yanggu-gun, 3 Aug 2015, H.J. Suh 1-1, 

1-2, 1-3, 1-4, 1-5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near the trail of Sohwangbyeongsan Wetland, Aug 2015, H.J. 

Suh 9-1, 9-2, 9-3 (SNU); Geumgang-san, 5 Aug 1932, P.S. Toh s.n. 

(SNU 9796); Geumgang-san, 1 Aug 1933, P.S. Toh & H.J. Shim s.n. (SNU 

9795); Geumgang-san, 3 Aug 1933, P.S. Toh & H.J. Shim s.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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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Geumgang-san, 31 Jul 1935, P.S. Toh & H.J. Shim s.n. (SNU 

9798).  Chungnam: Boryeong-si, 12 Aug 2012, H.J. Suh 2 (SNU).  

Gyeongnam: Sancheong-gun, Jiri-san, 2 Aug 1939, P.S. Toh & H.J. Shim 

s.n. (SNU 9802).  Jeonbuk: Muju-gun, Deokyu-san, mountain ridge near 

Hyangjeok-bong, 1 Oct 2010, K. Kim 351 (SNU); Muju-gun, Seolcheon-

myeon, Deokyu-san, 13 Aug 2007, M. Kim 70410 (SNU).  Jeonnam: 

Gurye-gun, Sandong-myeon, along the mountain ridge of Nogodan, 13 

Sep 2013, J.H. Park & K. Kim 31 (SNU); Jiri-san, 2 Aug 1939, P.S. Toh 

& H.J. Shim s.n. (SNU 9799, 9800, 9801).   

    Russia. Primorsky Krai: 24 Jun 2012, C.W. Park et al. 60-2 (SNU); 

Novaya Moskva, upstream of Shkotovka river, mountain front, 22 Sep 

2012, C.W. Park et al. 814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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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hotograph of the isolectotype specimen of Bupleurum 

longiradiatum Turcz. var. longiradiatum [Turczaninow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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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var. breviradiatum F. Schmidt in Maxim., Mém. Acad. Imp. Sci. St.-

Pétersbourg Divers Savans 9: 125, 1859.  Bupleurum sachalinense F. 

Schmidt, Mém. Acad. Imp. Sci. Saint Pétersbourg, Sér. 7, 12(2): 135, 

1868.  Bupleurum longiradiatum var. sachalinensis (F. Schmidt) H. Boiss

ieu, Bull. Soc. Bot. France 57: 413, 1910. Bupleurum longiradiatum 

subsp. sachalinensis (F. Schmidt) Kitag., J. Jap. Bot. 36: 242, 1961.  

Type: Russia. “An trochenen Abhängen von Dui und Arkai an durch das 

ganze Gebiet haufig…Auch um Hakodate (Dr. Albrecht) [Insula Sachalin, 

Arkai]”, 8 Sep 1860, Glehn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1: 1282, 2006 [not seen]), 

“Dui”, 18 Jul 1860, Glehn s.n (syntype, LE [not seen]), Japan. “Japonia, 

insula Jesso, circa Hakodate”, in 1861, Albrecht s.n. (syntype, LE [not 

seen]). 

Bupleurum leveillei H. Boissieu, Bull. Soc. Bot. France 57: 413, 1910. B

upleurum longiradiatum var. leveillei (H. Boissieu) Kitag., Bull. Natl. Sci. 

Mus. Tokyo, n. s. 5: 11, 1960. Bupleurum longiradiatum f. leveillei (H. B

oissieu) Kitag., J. Jap. Bot. 36: 241, 1961.  Type: Korea. “Ĭlde de 

Quelpaert, in herbidis Hallaisan, 1600 m”, 13 Aug 1908, Taquet 878 

(lectotype, P!—P00752906,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23, 2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isolectotypes C!—C10005756,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 advanced Search], E!—E00000331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s.jstor.org/ advanced Search], TI!). 

Bupleurum longiradiatum var. breviradiatum f. elatius Koso-Pol., Bul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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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60, 1916. Bupleurum longiradiatu

m subsp. sachalinense (F. Schmidt) Kitag. var. elatius (Koso-Pol.) 

Kitag., J. Jap. Bot. 36: 242, 1961.  Type: Not cited. 

국명: 좀시호 

    식물체는 키 38-65 cm이다.  화경은 길이 1.8-2.8 cm이고, 소산경은 길이 

0.8-1.7 cm이다.  소화경은 길이 2-3 mm이며, 소총포편은 3-4.8 × 0.5-1 

mm이고, 소화경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길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10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함남, 양강, 경북, 전북 (덕유산), 전남 (지리산), 제주 (한라산). 

고산 지대의 양지바른 사면.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amnam: Bujeon Plateau, Jul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88); Myeongdang-bong, 16 Jul 

1934, P.S. Toh & H.J. Shim s.n. (SNU 9790).  Gyeongbuk: Yeongyang-gun, 

Subi-myeon, Ilwol-san, 19 Sep 2007, M. Kim 70580 (SNU).  Jeju: 

Seogwipo-si, Hawon-dong, along the Yeongsil trail, alt. 1500 m, 13 Jul 

2013, C.S. Kim & K. Kim 1390, 1391 (SNU); Jeju-si, Halla-san, alt. 1500 

m, 22 Aug 1979, Col? (SNU 74376); 21 Jul 1935, P.S. Toh s.n. (SNU 

9777). 

 

4.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Bot. Mag. (Tokyo) 28: 313, 1914.  

Type: Korea. “Prov. Ham-gyong: in monte Pailtusan”, 10 Aug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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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i 9199 (lectotype, TI!, designated by Pimenov in Pimenov & 

Ostroumova, Umbelliferae of Russia 53, 2012); “Prov. Kan-uon: in 

summon montis Kumgangsan”, Aug 1914, Mori 41 (syntype, TI!). 

Bupleurum tatudinense A. I. Baranov, Zap. Kharbin. Obshch. Estestvoisp. 

Etnogr. 12: 32, 1954.  Type: China. “Prov. Sungkiang, distr. Vei-cha, 

Mt. Tatoudintsu”, 24 Aug 1953, Baranov (not seen). 

국명: 등대시호 

    일년생 또는 이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14-35 cm이다.  뿌리는 원

뿌리이고, 갈색이며, 지름 2-5 m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이며, 흔히 기부가 

자색을 띠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지름 3-4 mm,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근생엽은 숙존하고, 엽병은 매우 짧으며,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

싸고, 엽초는 자색을 띠며, 0.5-1.2 cm × 약 2 mm이다.  근생엽의 엽신 은 녹

색으로,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고, 3-11.2 × 0.4-1.2 cm, 엽선은 예두, 엽저

는 유저이며, 맥은 5-7개이다.  경생엽은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타원형 또는 좁은 피침형이며, 5-10.8 × 0.5-1.1 cm, 엽선은 

예두, 엽저는 깊은 심장저이고, 줄기를 감싼다.  최상부 경생엽은 난형이며, 1.2-

2.2 × 0.8-1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1.5-4.5 cm이다.  소

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2-24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0.6-1 cm이다.  화경

은 길이 3.3-8.2 cm이고, 소산경은 4-12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7-

)1.5-3.2 cm이다.  총포편은 2-5장이며, 숙존하고, 겹쳐 달리며, 난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2.2 × 0.6-1.2 cm, 크기가 서로 다르고, 예두이며, 맥은 10-12개이

다.  소화경은 길이 2-3 mm이고, 소총포편은 5-7장, 자녹색이며, 광타원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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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란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3-1 cm× 3-5 mm이고, 소산형화서보다 길며, 

예두 또는 소철두, 심장저이고, 기부는 줄기를 감싸며, 맥은 5 또는 6개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1.5-2 mm이다.  화판은 황색이며, 배축면이 자색을 띠고, 장타원

형이며,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1-1.3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형이며, 

0.3-0.4 × 0.3-0.4 mm이다.  화주판은 자색이고, 납작하며,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자갈색이며, 난상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2-4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3-)4.5-5 × 1-1.5 mm, 표면이 

평활하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유관은 16-24개로, 늑간 아래에 3-5개씩, 접

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는 단면이 오각형이며, 복면이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16. 

    개화기: 7-9월.          결실기: 8-9월. 

    분포: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평북, 강원, 전북.  산 정상 부근의 초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Lianoning, 13 Jul 2016, T.Y. 

Choi & G.S. Bhandari 87 (SNU).   

    Korea. Hambuk: Gyeongseong-gun, Jueul-eup, Gwanmo-bong, 17 Jul 

1936, P.S. Toh s.n. (SNU 9769, 9770, 9771); Gyeongseong-gun, Jueul-

eup, Gwanmo-bong, 19 Jul 1936, P.S. Toh s.n. (SNU 9772).  Hamnam: 

Bukcheong-gun, Chail-bong, 13 Sep 1941, Y.H. Chung s.n. (SNU); Bujeon 

Plateau, 17 Jul 1940, P.S. Toh & H.J. Shim s.n. (SNU 9773); Bujeon 

Plateau, 25 Jul 1940, P.S. Toh & H.J. Shim s.n. (SNU 9765, 9766); Bujeon 

Plateau, 27 Jul 1940, P.S. Toh & H.J. Shim s.n. (SNU 9762, 9763, 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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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buk: Yeongbyeon-gun, Myohyang-san, 20 Jul 1938, P.S. Toh & 

H.J. Shim s.n. (SNU 9760, 9761).  Gangwon: Inje-gun, Buk-myeon, 

Seorak-san, 27 Aug 2013, T.Y. Choi 692-1, 692-2, 693-1 (SNU); 

Geumgang-gun, Geumgang-san, 10 Aug Year?, Y.H. Chung s.n. (SNU); 

Geumgang-gun, Geumgang-san, 9 Aug 1940?, Y.H. Chung s.n. (SNU); 

Seorak-san, 21 Sep 1979, H.C. Shin s.n. (SNU 51289);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17 Aug 2013, H.J. Suh 

1026-1, 1026-2 (SNU); Geumgang-gun, Geumgang-san, 27 Jul 1933, 

P.S. Toh & H.J. Shim s.n. (SNU 9767); Geumgang-gun, Geumgang-san, 

28 Jul 1933, P.S. Toh & H.J. Shim s.n. (SNU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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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Nakai 9199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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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pleurum latissimum Nakai, Bot. Mag. (To- kyo) 31: 28, 1917.  Type: 

Korea. “Insula Ooryöng-tō: in silvis littoralis inter Todong et Moshige”, 

26 May 1916, Ishidoya 109 (lectotype, designated by Pimenov, 2004, 

TI!); Ulleungdo Island, “San-mak-dong”, 14 Sep 1912, Okamoto s.n. 

(syntype, TI!). 

국명: 섬시호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60-85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연갈

색 내지 갈색이며, 지름 4-8 m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

지하고, 지름 3-6 mm,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근생엽은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10.2-17 cm이고, 기부에서 좁게 줄기를 감싸며, 엽초는 녹

색으로, 좁은 삼각형이고, 0.8-1.2 × 0.6-1 c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광난 형

이며, 7.5-16.4 × 6.2-13.7 cm, 엽선은 예두 내지 점첨두, 엽저는 아심장저 내

지 심장저이고, 상면은 녹색, 하면은 회녹색이며, 맥은 9-12개이다.  경생엽에는 

엽병이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장타원상 난형이고, 4.5-11 × 2-4.3 cm, 엽선

은 예두, 엽저는 이저이며, 줄기를 감싼다.  최상부 경생엽은 난형이고, 2.5-3.3 × 

1.4-1.8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6-9 cm이다.  소산형화서

는 양성으로, 13-22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1.2 cm이다.  화경은 길이 

4.7-6 cm이며, 소산경은 9-15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1.5-4.8 cm이다.  

총포편은 3-5장이고, 숙존하며,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5-2 

× 0.5-2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심장저이고, 줄기를 감싸며, 평행맥은 없다.  소

화경은 길이 4-7 mm이고, 소총포편은 5장, 넓은 도란형 내지 아원형이며, 겹쳐 

달리고, 갈리지 않으며, 4-8 × 3-7 mm, 예두 또는 둔두이고, 맥은 3-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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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양성이며, 지름 1.4-1.8 mm이다.  화판은 황색이고, 도란형이며, 예두이고,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1.5-1.8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난형이고, 약 0.5 × 0.3 

mm이다.  화주판은 황색으로, 원추형이며, 길이 0.2-0.4 mm이고, 화주는 비스듬

히 서며, 길이 0.2-0.3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고, 장타원형이며, 분과

병은 길이 5-5.6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5-6 × 2-3 mm이며, 표

면이 평활하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유관은 15-19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

개씩, 접합면에 3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16. 

    개화기: 5-6월.          결실기: 6-7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경북 (울릉도).  숲 가장자리의 그늘진 곳.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buk: Ulleung-gun, 13 

Jul 2014, J. Kim 2014-1, 2014-2, 2014-3 (SNU); Ulleung-gun, 

Ulleung-eup, Sadong-ri, 6 Oct 2011, K. Kim s.n. (SNU 107541); 

Ulleung-gun, Ulleung-eup, Buk-myeon, Cheonbu-ri, in Gwaneumdo 

island, restoration area,  22 Jul 2017, K. Kim & H.U. Park 602-2, 602-3 

(SNU [2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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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Bupleurum latissimum 

[Ishidoya 109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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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rlesia Dunn, Hooker’s Icon. Pl. 28: t. 2739, 1902.   

Type: C. sinensis Dunn 

국명: 돌방풍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고, 키 10-30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암갈

색이고, 지름 0.5-1.5 cm로 굵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대개 기부에서 분

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2-5 mm, 속이 비어 있으며, 상부에 개출하는 단모가 밀

생하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다수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

며, 호생한다.  근생엽은 2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2-8.5 cm, 무

모이고,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고, 0.8-2 × 1-

1.5 cm이며, 탁엽은 없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난상 장타원

형이며, 2.5-7.5 × 1-3.8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능형이고, 우상심

열하며, 0.5-1.2 cm× 6-9 mm, 선단은 예두이고, 소엽병은 길이 2-3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능형 내지 난형이며, 7-9 × 6-8 mm이고, 최종열편은 선형

이며, 0.4-1.1 cm× 약 1 mm이고, 가장자리가 뒤로 젖혀진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길이 3-5.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

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며, 3.2-6 × 1.1-3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깊게 3열하며, 8-9 × 4.5-6 mm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

형화서이며, 상부가 둥글고, 지름 2-4.2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13-30

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5-1.2 cm이다.  화경은 길이 1.2-8 cm, 무모이

며, 소산경은 10-20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1-3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

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5-8장, 선형이며, 5-8 × 약 1 mm이고, 가장자리가 건

막질이며, 잔털거치연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길이 2-

3.2 mm, 무모이며, 소총포편은 6-10장, 선형 내지 피침형이고, 2-5.5 × 약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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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예두,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1-1.4 mm이고, 악편은 난형 또

는 삼각형 이며, 약 1 × 0.4 mm이고, 미성숙 시 하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하나 

성숙 시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예두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배축면의 맥을 따라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수술은 길이 0.7-1.2 mm이며, 약은 

자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2-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비스

듬히 서고, 길이 2.5-3 mm로 화주판보다 훨씬 길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며, 

좁은 도란형 내지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2.5 mm이며, 선단부에서 2열한

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좁은 도란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며, 

1.3-2.6 × 약 0.8 mm이고, 표면에 짧으며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능선은 둔하고, 날개는 없다.  유관은 16개로, 늑간 아래에 

3개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는 복면이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1종 (한반도 1종). 

    분포: 중국, 한국. 

1. Carlesia sinensis Dunn, Hooker’s Icon. Pl. 28: t. 2739, 1902. 

Cuminum sinensis (Dunn) M. Hiroe, Umbelliferae World, 672, 1979.  Type: 

China. “Chantung, frequent on rocks at 1000 to 2000 feet elevation in 

the Chefoo Mountains”, in 1889, Faber 234 (lectotype, K!—

K000695726,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28, 201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 

/navigator. do]); “Chantung, Maingay” (syntype, K [not seen]). 

국명: 돌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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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방풍의 기재 및 분포는 속 기재와 동일.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한반도 분포: 황남, 경기 (인천).  해안가 근처의 건조한 암석지. 

    한반도 남부에서는 본 종의 자생지로 유일하게 경기도 인천광역시 백령도 북포

리가 알려져 있으나, 개발로 인해 해당 자생지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

난 약 50년간 새로이 채집된 개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종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절멸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Incheon: Ongjin-gun, 

Baekryeong-myeon, Baekryeong-do, Bukpo-ri, 10 Jun 1965, T.B. Lee & 

M.Y. Cho s.n. (SNUA 42356, 42358, 42359, 42360, 42361, 42362, 42363, 

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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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Carlesia sinensis Dunn. 

[Faber 23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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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icuta L., Sp. Pl. 255, 1753. 

Type: C. virosa L.  

국명: 독미나리속 

    다년생 초본으로, 무모이며, 강한 독성이 있다.  지하경은 비후되고, 속이 비어 

있으며, 격실로 나뉘고, 마디에 속생하는 수염뿌리가 있다.  줄기는 직립하며, 상부

에서 분지하고, 가늘거나 굵으며, 원통형이고,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1-[3]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

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대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소엽

은 2 또는 3열하며,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좁은 난형이고, 예두 또는 [점첨두]이며, 

예거치연이거나 결각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

는 다수의 꽃으로 이루 어진다.  화경은 잎보다 길고, 소산경은 다수이며, 옆으로 퍼

지거나 비스듬히 선다.  총포편은 없거나 소수이고, 선형 또 는 좁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소화경은 비스듬히 선다.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며, 드물게 없고, 선

상 피침형 또는 피침형이며, 소화경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짧다.  꽃은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뚜렷하며, 삼각상 난형 또는 넓은 삼각형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납작하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직립하며], 결실기에 반곡한다.  분열과는 난형 

내지 구형이고, 분과병은 기부까지 2 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좁은 

난형 내지 반구형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두꺼우며, 코르크질이고, 날개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는 

단면이 아원형이며, 복면이 편평 하거나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3종 (한반도 1종). 



231 
 

 

    분포: 유라시아 (1종), 북아메리카. 

1. Cicuta virosa L., Sp. Pl. 255, 1753.  Sium cicuta Weber ex F. H. Wigg., 

Prim. Fl. Holsat. 24, 1780, nom. illeg.  Cicutaria virosa (L.) Delarbre, Fl. 

Auvergne (ed. 2), 415, 1800.  Selinum virosum (L.) E. H. L. Krause, Deu

tschl. Fl., ed. 2, 12: 44, 1904.  Type: Europe. “In palludibus Europe 

sterilibus”, without date, Ammann s.n. (lectotype, LINN!—361-1, 

designated by Hedge & Lamond, Flora of Turkey and the East Aegean 

Islands 425, 1972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 

Cicutaria aquatica Lam., Fl. Franç. 3: 445, 1779, nom. illeg.  Cicuta aquatic

a (Lam.) Dumort., Fl. Belg. 77, 1827, nom. illeg.  Type: Based on Cicuta 

virosa L. 

Cicuta cellulosa Gilib., Fl. Lit. Inch. 2: 36, 1782.  Type: Not cited. 

Coriandrum cicuta Roth, Tent. Fl. Germ. 1: 130, 1788, not Crantz (1767).  

Type: Not cited. 

Cicuta nipponica Franch., Bull. Soc. Bot. France 26: 84, 1879. Cicuta virosa 

var. nipponica (Franch.) Makino, Bot. Mag. (Tokyo) 19: 88, 1905.  Type: 

Japan. “Insul. Nippon, prov. Etchigo, in locis humidis circa Niigata 

frequens”, without date, Faurie 250 (holotype, P!—P03260343, 

P0326034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식물체는 양성화주이며, 키 0.6-1.5 m이다.  지하경은 황갈색이고, 원주형이

며, 지름 1-2 cm이다.  줄기는 녹색이고, 흔히 기부가 자색을 띠며, 지름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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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길다.  경생

엽은 9-11장이고,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길이 11.5-25 cm이고, 상부

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좁은 삼각형이며, 3-4 × 1-1.6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고, 18-35 × 

10.5-32 cm이다.  정생소엽은 전체적으로 좁은 능형 내지 능형이며, 3열하고, 

3-6.2 × 2-4.2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1.4-3 c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2.8-6.7 × 2.4-4 c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또는 좁은 피침형 내지 

좁은 타원형으로, 0.8-6.8 × 0.1-1 cm, 예두이고, 예거치연이거나 결각된다.  

최상부 경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3.8-6.5 × 2.5-5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7-9.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

성이고, 20-50 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3.2-11.5 cm이며, 소산

경은 10-25개으로, 비스듬히 서고, 길이 1-4.7 cm 이다.  총포편은 없거나 1 

또는 2장이며, 선형 내지 좁은피침형이고, 0.5-1.3 cm× 약 0.5 mm, 예두이다.  

소화경은 길이 2-8 mm이며, 소총포편은 4-12장이고,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

이며, 갈리지 않고, 1.5-3.5 cm× 0.2-0.5 mm, 예두이다.  꽃은 양성으로, 지

름 약 2 mm이며, 악편은 삼각형이고, 0.1-0.2 × 0.1-0.2 mm이다.  화판은 도

란형이며, 0.7-1 × 0.7-1 mm이다.  수술은 길이 1.5-2.3mm이고, 약은 연황색

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약 0.5 mm이다.  화주는 비스듬히 서고, 길이 0.3-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갈색을 띠는 녹색, 성숙 시 암갈색이며, 광난형 내

지 구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8-3 mm이다.  분과는 반구형이며, 2-3.3 × 

1.6-2.8 mm이고, 1차늑은 너비 0.2-0.3 mm이다.  종자는 단면이 아원형이며, 

복면이 편평하거나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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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의 검색표> 

1. 경생엽의 최종열편은 좁은 피침형 내지 좁은 타원형이며, 2.2-6.8 × 0.4-1 

cm이다.  소산형화서는 20-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 1a. var. virosa 독미나리 

1. 경생엽의 최종열편은 선형이며, 0.8-2.8 cm × 1.2-3 mm이다.  소산형화

서는 30-5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1b. var. stricta  가는잎독미나리 

1a. var. virosa 

국명: 독미나리 

    경생엽의 최종열편은 좁은 피침형 내지 좁은 타원형이고, 2.2-6.8 × 0.4-1 

cm이다.  화경은 길이 3.2-4 cm이며, 소산형화서는 20-30개의 꽃으로 이루어

진다.  

    개화기: 6-8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유럽. 

    한반도 분포: 함북, 양강, 자강, 강원.  숲 가장자리의 습한 곳, 습지.   

    본 분류군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개체군 수가 매우 적어 2017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II급으로, 국

가적색목록 평가결과 취약(VU)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및 인

제군에서 발견된 개체군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보고하는 것으로, 자생지가 훼손되

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Hoengs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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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ae-myeon, Hyeoncheon-ri, alt. 520 m, 21 Jun 2012, K. Kim HS1, 2 

(SNU); Pyeongchang-gun, 21 Jun 2012, K. Kim PC1, 2 (SNU); 

Hongcheon-gun, Nae-myeon, Jaun-ri, streamside, 9 Aug 2017, K. Kim et 

al. s.n. (SNU); Inje-gun, Jun 2016, H.J. Suh s.n. (SNU).   

    Russia. Kamchatskiy region, Olyoutorskiy district, S foot of mountain 

Ostraya, 604 m, to SW of village Tilichyki, bank of lake, 7 Aug 1975, S. 

Kharkevich & V. Barkalov s.n. (SNU); Sakhalin Island, 21 Aug 2011, C.W. 

Park & K. Kim 25 (SNU). 

 

1b. var. stricta Schultz, Prodr. Fl. Starg. Suppl. 17, 1819. 

Cicuta angustifolia Kit. in Schult., Oestr. Fl., ed. 2, 1: 515, 1814; C. virosa 

f. angustifolia (Kit.) Schube, Verbr. Gefässpfl. Schles. 233, 1903.  Type: 

Europe. Pannonia, In pratis uliginosis, without date, Kitaibel s.n. 

(holotype?, M!—M0172788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Cicuta tenuifolia Schrank, Denkschr. Königl. Akad. Wiss. München 7: 56, 

1818; C. virosa var. tenuifolia (Schrank) W. D. J. Koch, Syn. Fl. Germ. 

Helv. 282, 1836.  Type: “im galgenbühelmoose bey Füsen”. 

Cicuta virosa var. angustisecta Čelak., Prodr. Fl. Böhemen 563, 1875.  

Type: Not seen. 

국명: 가는잎독미나리 

   경생엽의 최종열편은 선형이고, 0.8-2.8 cm × 1.2-3 mm이다.  화경은 길

이 6-11.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30-5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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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5-6월.          결실기: 7-8월. 

    분포: 러시아, 중국, 한국; 유럽. 

    한반도 분포: 전북. 저지대 습지, 냇가, 저수지 가장자리. 

    본 분류군은 중국으로부터 약용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남부에서는 

전북 군산시의 1개체군만이 조사되었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13 Jul 2013, T.Y. Choi 9, 

36 (SNU); Donhwa-si, T.Y. Choi 14 (SNU).   

    Korea. Jeonbuk: Gunsan-si, Oksan-myeon, Dangbuk-ri, marshy land in 

small village, 28 m, 21 Jun 2012, K. Kim GS 1, 2 (SNU 107543).   

 

15. Cnidium Cusson ex Juss., Hist. Soc. Roy. Méd. 5: 280, 1787. 

Type: Selinum monnieri L.  

국명: 천궁속 

    다년생 또는 이년생, [드물게 일년생] 초본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다.  줄기는 직

립하거나 복와성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1-3회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

으로 장타원형 내지 삼각형이며, 소엽은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거나 결각되고,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도란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

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 하고, 소산경은 6-30개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총포

편은 여러 장이거나 [드물게 없으며], 선형 내지 피침형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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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며, 도란형 또는 선형이고, 소화경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짧다.  꽃은 방사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다.  수술은 화판

과 길이가 비슷하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결실기에 반곡하며, 화주 판보다 

3-4배 길다.  분열과는 장타원상 난형, 난형 또는 아구형이고, 분과병은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좁은 난형 내지 반구형이고, 1차늑은 

뚜렷하며, 날개를 갖고, 날개는 코르크질이며, 측늑의 날개는 배늑의 날개보다 약간 

넓다.  유관은 6 또는 [10]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 또는 [4]개가 있

다.  종자의 단면은 다소 육각형이고, 복면은 약간 오목하거나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10종 (한반도 4종). 

    분포: 아시아, 유럽. 

<한반도산 천궁속의 검색표> 

1. 지하경은 괴경상이며, 괴경에는 결절이 발달한다 ········ 4. C. officinale  천궁 

1. 지하경은 괴경상이 아니며, 짧은 원주형이다. 

2. 줄기는 복와성이다.  분열과는 아구형이다 ······ 1. C. japonicum  갯사상자 

2. 줄기는 직립한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또는 난형이다. 

3. 소총포편은 좁은 난형이고, 가장자리가 백색으로, 막질이며, 너비가 넓다 ··

······························································ 2. C. dauricum  사동미나리 

3. 소총포편은 선형이고,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초질이다 ···························

·································································· 3. C. monnieri  벌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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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idium japonic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60, 1867.  Seli

num japonicum (Miq.) Franch. & Sav., Enum. Pl. Jap. 1: 186, 1873.  

Oenanthe japonica (Miq.) Nakai in Mori, Enum. Pl. Cor., 272, 1922, nom. 

illeg., not Drude (1898).  Type: Japan. “In agris prope Nangasaki inter 

frumenta pierot [Insula Jesso, circa Hakodate]”, in 1861, Albrecht s.n. 

(syntype, LE [not seen], NY!—NY00405807 [photo at NY!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Bürger s.n.  

(syntype, L [not seen]); Siebold s.n. (syntypes, L, L0366846, 

L0366898, L0366899 [not seen]). 

국명: 갯사상자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15-50 cm이고, 무모이다.  

원뿌리는 갈색이며, 3-20 cm × 4-8 mm이다.  줄기는 복와성이고, 연녹색이며, 

흔히 기부가 적색 또는 자색을 띠고, 다수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1.5-4 m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차 있다.  근생엽은 1회 우상복엽으로,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5-6.5 cm이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고, 4.5-6 × 3-5 mm, 초질이

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좁은 난형 내지 장타원상 난형이며, 3.5-5.5 × 

1.3-2.6 cm이고, 광택이 나며,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넓은 능형이고, 3열하며, 0.7-1.5 × 1-1.7 cm,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 기부는 설저이고, 소엽병은 길이 0.3-1.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

생소엽과 유사하며, 0.6-1 × 1-1.2 cm이고, 최종열편은 도피침형 또는 좁은 도

란형이며, 0.1-1.1 cm× 1-6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

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2.2-3.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

다.  경생엽의 엽신은 3.2-5 × 1.8-2.8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1 또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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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심열하고, 1-1.7 cm × 6-8 m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

가 둥글고, 지름 1.5-2.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4-10개의 꽃으로 이

루어지며, 지름 6-8 mm이다.  화경은 길이 1.8-4.2 cm이고, 소산경은 6-9개

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4-1(-2) cm이다.  총포편은 5-10장, 선형 내지 

넓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3-8 × 1-2 mm, 예두 내지 점첨두이며, 잔털거치

연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1-2 mm이다.  소총포편은 5-10장, 선

형 내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1.5-3(-4) × 0.3-0.5 mm, 예두 내지 점첨

두이며,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로, 너비가 좁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1-1.5 

m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0.6-1 × 약 0.4 mm이다.  수술

은 길이 약 1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형이고, 0.3-0.4 × 0.3-0.4 mm이

다.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이며, 화주는 길이 약 0.4 mm이다.  분열과는 성

숙 시 연갈색이고, 아구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5-3 mm이다.  분과는 반구형이고, 

2-4 × 1-1.8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0.4-0.5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5-0.6 mm이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0.  

    개화기: 8-9월.          결실기:  9-10월. 

    분포: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남, 제주.  해안가 바위틈.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20 Aug 1935, 

Col? (SNU 9936, 9937, 9938, 9939, 9940).   

    Korea. Incheon: 18 Sep 1939, P.S. Toh s.n. (SNU 9934, 9935).  Jeju: 

Pyoseon-myeon, Pyoseon-ri, rocky beach, 17 Ict 2015, C.S. Kim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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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3010 (SNU); Seogwipo-si, Bomok-dong, near seashore, 13 Jul 2013, 

K. Kim 1391, 1392 (SNU); Jeju-si, Aewol-eup, Gwakji-ri, 29 Oct 2014, 

K. Kim 1, 2, 3, 4 (SNU); Jeju-si, Jongdal-ri, 7 Oct 2014, D.H. Lee 1, 2, 3 

(SNU); Jeju-si, Jocheon-eup, Bukchon-ri, seaside, 4 Oct 1990, S.H. Oh 

s.n. (SNU 74331); Jeju-si, Chuja-myeon, Chuja-do, Sinyang-ri, near 

beach, 23 Nov 2013, C.W. Park et al. 1, 2, 3, 4 (SNU). 

 

2. Cnidium dauricum (Jacq.) Turcz. ex Fisch. & C.A. Mey., Index Seminum (S

t. Petersburg) 2: 33, 1836.  Laserpitium dauricum Jacq., Hort. Bot. Vin

dob. 3: 22, 1776.  Selinum dauricum (Jacq.) Leute, Ann. Naturhist. Mu

s. Wien 74: 508, 1971.  Type: Russia. “Plants grown from seeds 

obtained from Dahuria”, without date and collector (holotype, W? [not 

seen]). 

Cnidium cuneatum Ledeb., Fl. Altaic. 1: 331, 1829. Aulacospermum cun

eatum (Ledeb.) Ledeb., Fl. Altaic. 4: 335, 1833.  Type: Russia. “In 

pratis ad fr. Keelyk”, without date, Ledebour, 244 (lectotype, LE,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32, 2017 [not seen]; 

isolectotype, P!—P03237350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Cnidium striatum Turcz. ex Fisch. & C. A. Mey., Ann. Sci. Nat., Bot., sér. 2, 

5: 188, 1836.  Type: Not cited. 

Cnidium argenteum Ces., Linnea 11: 324, 1837.  Type: Not cited. 

국명: 사동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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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8-1.7 m이다.  원뿌리는 갈색이고, 

지름 약 1 c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대개 상부에서 분지하며, 원통형

으로, 지름 3-6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4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약 25 cm이며, 엽

초는 부풀고, 3.5-5.6 × 2.5-6 c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난상 삼각형이고, 약 35 × 40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광난형이며, 깊게 3열하고, 2.3-4.2 × 1.6-3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며, 

열편은 흔히 우상으로 갈리고, 소엽병은 길이 7-9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이며, 우상심열하고, 2-3 × 0.9-2 cm, 소엽병은 거의 없으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고, 0.6-1.8 cm× 3-4 mm이다.  경

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약 2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약 29 × 

23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2회 우상심열하며, 2-3.2 × 1.3-1.8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4-7 cm이고, 소산형화서

는 양성이며, 10-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6-1 cm이다.  화경은 길

이 7.5-9 cm, 무모이며, 소산경은 6-20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2-

3.5(-4) cm, 무모이다.  총포편은 5 또는 드물게 6-9장, 좁은 난형 내지 피침

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5-1 cm× 1-2 mm, 예두, 평저이고, 가장자리는 백

색의 막질로, 넓게 발달한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길이 1-3 mm, 무모이고, 

소총포편은 5-9장, 좁은 난형이며, 갈리지 않고, 2.5-5.5 × 1-1.5 mm, 예두 

또는 점첨두이며, 무모이고,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로, 넓게 발달한다.  꽃은 양

성이며, 지름 약 1.5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1.2-1.5 × 

0.8-1 mm이고, 수술은 길이 1.2-1.4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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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 0.3-0.4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0.2-0.3 mm이며, 화주는 길이 

약 0.2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이고, 넓은 장타원형 또는 장타원상 난

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3.5-4.5 mm이다.  분과는 장타원형이고, 4-5 × 2.5-3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

이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약

간 오목하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양강, 함북.  냇가 근처의 양지바른 자갈밭.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Russia. Primorsky Krai, Shkotovo 

township, left bank of Shkotovka river, near seashore, 22 Sep 2012, C.W. 

Park et al. 839, 841, 849, 850 (SNU). 

 

3. Cnidium monnieri (L.) Cusson, Hist. Soc. Roy. Méd. 5: 280, 1787.  Selinu

m monnieri L., Cent. Pl. I: 9, 1755.  Cicuta monnieri (L.) Crantz, Cl. 

Umbell. Emend. 98, 1767.  Pinasgelon monnieri (L.) Raf., Good Book 

52, 1840.  Ligusticum monnieri (L.) Calest., Webbia 1: 211, 1905.  Type: 

France. “In Gallia australi”, without date, Monnier, s.n. (lectotype, LINN!

—344.14, designated by Watson & Reduron in Reduron, Bull. Soc. Bot. 

Centre-Ouest (nouv. sér.) 27: 864, 2007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 

Ligusticum minus Lam., Fl. Franç. 3: 454, 1779.  Type: Not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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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uta sinensis Zuccagni, Cent. Observ. Bot. 23, 1806.  Type: Without 

specific locality, “Culta in H. B. Florentino”, without date, Col? (not 

located). 

Cnidium microcarpum Turcz. ex Steud., Nomencl. Bot., ed. 2, 1: 389, 1840, 

nom illeg.  Type: Russia. “In salsis Dahuriae [In salsis prope ostium 

Onon-Borsa]”, in 1831, Turczaninow s.n. (lectotypes MW!—

MW0593907, MW0593908, MW0593909,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33, 2017 [photo at MW! through the website of 

https://plant.depo.msu.ru/]; isolectotypes FI [not seen], K!—

K000685133, K000685134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 navigator.do], LE [not seen], S!—S12-

21683 [photo at S! through the website http://plants.jstor.org/ 

advancedSearch]). 

Seseli daucifolium C. B. Clarke in Hook. f., Fl. Brit. India 2: 693, 1879.  

Type: India. “ East Bengal, from Bhotan and Assam to Dacca and 

Chittagong [Dhubari]”, 5 Apr 1800, Hamilton 7209 (syntypes, CAL 

[not seen], K [not seen]); Bangladesh. “Dacca”, 26 Apr 1868, Clarke 

6878 (syntypes, K!—K000685128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Cnidium mongolicu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7: 324, 1

930.  Type: Mongolia. “Mongolia centralis, Van-che, Si-wan-Ge”, 

without date, Licent 3410, 3493 (not located). 

국명: 벌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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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일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10-65(-80) cm이다.  원뿌리는 

연갈색이고, 지름 2-3.5 m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원

통형이고, 지름 3-5 m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기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1 또는 2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12-28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2-2.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연녹색 내지 녹색으로, 원주형이고, 1.2-2 × 0.5-1 cm, 

무모이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삼각형이며, 7-16 × 5.5-14 cm, 엽

연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으로, 짧은 단모가 맥을 

따라 산생 내지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난형이며, 우상심열하고, 4-6.2 × 3.5-

4.2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유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1 c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2.1-3.7 × 1.8-2.3 c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고, 1.4-9 × 0.5-1.5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2회 우상심열하며, 

2.6-4 × 2.8-4.5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

름 3-4.8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12-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4-1 cm이다.  화경은 길이 4.5-6.5(-11.4) cm이며, 선단부에 짧은 강모가 산

생 내지 밀생하고, 소산경은 10-30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5-1.5(-3) 

cm, 무모이다.  총포편은 6-10장,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2-4.5 × 0.2-0.5 mm, 예두, 평저이며, 가장자리는 녹색으로, 초질이고, 가는 잔

털거치연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길이 1-5 mm, 무모이고, 소총포편은 

5-9장,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1.5-4 × 약 0.5 mm, 예두이며, 

가장자리는 녹색으로, 초질이고, 가는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약 1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약 0.5 × 0.3 mm이고, 수술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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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1.3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약 0.3 × 0.2 mm이다.  화주

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길이 약 0.4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

이고, 광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약 2 mm이다.  분과는 난형이고, 2-2.5 × 

1.5-1.8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0.2-0.3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이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

의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0.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amnam: 5 Aug 1934, P.S. Toh 

s.n. (SNU 9933).  Gangwon: Hwacheon-gun, Gandong-myeon, Gancheok-

river, Dosong-ri, alt. 175 m, 28 Jun 2006, Y.D. Kim 2006-0400 (SNU 

104535); Taebaek-si, Sangjang-dong, Taebaek-san, alt. 884 m, 21 Aug 

2006, S.P. Hong et al. K82109 (SNU 102584); Jeongseon-gun, Nam-

myeon, Mureung-ri, Mindung-san, 17 Aug 2015, J.H. Song s.n.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Deoku-ri, near Soejoe tunnel, 3 Oct 

2014, H.J. Suh 1 (SNU); Yeongwol-gun, 3 Oct 2014, H.J. Suh 2 (SNU); 

Jeongseon-gun, Nam-myeon, Gwangdeok-ri, Baeki-san, alt. 399 m, 14 

Oct 2014, H.J. Suh 1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Deoku-ri, 

4 Sep 2016, H.J. Suh 1-3-1, 1-3-2, 1-3-3, 1-3-4 (SNU).  Gyeonggi: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5 Oct 1991, C.W. Park et al. 

484 (SNU 82047).  Incheon: Ganghwa-gun, Ganghwa-eup, Wolgot-ri, alt. 

5 m, 30 Jun 1967, Y.H. Chung s.n. (SNU 40689, 40691, 40692); 

Ganghwa-gun, Gilsang-myeon, Choji-ri, 28 Sep 1967, Y.H. Chung s.n. 

(SNU 41811, 41812); Ganghwa-gun, Gilsang-myeon, Choji-ri, 29 Jun 

1969, Y.H. Chung & Y.M. Kang (SNU 43768, 4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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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6-7월.           결실기: 7-9월. 

    분포: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유입). 

    한반도 분포: 전도.  저지대, 냇가 근처의 습한 곳. 

 

4. Cnidium officinale Makino, SomokuDzusetsu, ed. 3, 1(5): 1, 1907.  Lig

usticum officinale (Makino) Kitag., J. Jap. Bot. 38: 108, 1963.  Type: 

Not cited. 

국명: 천궁 

    식물체는 일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30-60 cm이다.  지하경은 갈색이고, 

비후되며, 괴경상이고, 지름 1.8-2.5 cm이며, 괴경에는 결절이 발달하고, 마디에 

다수의 수염뿌리가 달린다.  줄기는 직립하며, 1개, 녹색이고, 흔히 기부가 자색을 

띠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0.4-1 c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3장이며, 2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

들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10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3.5-8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녹색으로, 방추형이고, 2-3.5 × 0.8-1.8 cm, 무

모이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며, 8.5-13 × 8-14 cm,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양면 모두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난형이며, 깊

게 3열하고, 1.6-2 × 0.8-1.7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며, 열편은 우상

으로 갈리고, 소엽병은 길이 3-8 mm이다.  측소엽은 삼각형 또는 비스듬한 난형

으로, 우상심열하며, 1.6-2 × 1.5-1.7 cm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으며, 최종열편

은 피침형 내지 난형이고, 2-6 × 1-2.2 mm, 예두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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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심열하며, 2-3.5 × 1.8-3.7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

가 둥글며, 지름 4.8-7.4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12-20개의 꽃으로 이

루어진다.  화경은 길이7-14 cm이며, 선단부에 짧은 강모가 산생하고, 소산경은 

10-15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2.2-4.2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한다.  총포편은 1-4장, 좁은 피침형이고, 0.7-1.1 cm× 0.3-0.8 mm, 예두, 평

저이며,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로, 좁고, 가는 잔털거치연이며, 무모이다.  소화경

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0.3-1 cm이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5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길이 4-7 mm, 예두이며,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로, 

좁고, 가는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5-3 mm이고, 악편은 흔적적

이다.  화판은 백색, 드물게 분홍색이며, 2-3 × 1.8-2.4 mm이고, 수술은 길이 

2.4-3.4 mm이며, 약은 암자색으로, 타원형이고, 1.3-1.5 × 0.8-1 mm이다.  화주

판은 길이 0.5-0.8 mm이며, 화주는 길이 1.2-1.5 mm로, 화주판보다 약간 길다.  

분열과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8-9월. 

    분포: 중국 원산.  전 세계에서 재배. 

    한반도 분포: 전도.  약용으로 재배. 

    본 종은 매우 중요한 약용 식물로서, 한국에서 널리 재배된다.  그러나 재배되는 

개체들은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Hongcheon-gun, 

Nae-myeon, Gwangwon-ri, cultivated, 14 Oct 2016, K.S. Kim 1, 2, 3, 4 

(SNU); Chuncheon-si, Sabuk-myeon, Otan-ri, cultivated, 14 Oct. 2016, 

H.J. Suh 1, 2, 3, 4, 5, 6, 7, 8, 9, 10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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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nioselinum Fisch. ex Hoffm., Gen. Pl. Umbell. xxviii, 180, 1814. 

Type: C. tataricum Hoffm.  

국명: 산천궁속 

    다년생 초본으로, 원뿌리 또는 [속생하는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

고,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굵거나 가늘고, 세로로 홈이 지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2 또는 3

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

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소엽은 우상천열 또는 우상심열하거나 [결각된다].  

화서는 정생 또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소산경은 다수이고, 옆으로 퍼지거나 비

스듬히 서며, 총포편은 소수이거나 [없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

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며, 선형 내지 피침형이고, 전체 또는 가장자리가 건막질

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

고, 도란형 또는 [난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며, 전연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고,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

나 반곡한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거의 기

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1차늑은 뚜렷하고, 날개를 가진다.  

배늑의 날개는 코르크질이며, 좁고, 측늑의 날개는 막질이며, 넓다.  유관은 6-21

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9개가 있다.  종자는 복면이 편평하거나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12종 (한반도 2종). 

   분포: 북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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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산 산천궁속의 검색표> 

1. 엽초는 부풀고, 잎의 최종열편은 선형이며, 너비 1-2 mm이다 ····················

········································································· 1. C. tenuissimum  고본 

1. 엽초는 부풀지 않고, 잎의 최종열편은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너비 5-7 

mm이다 ································································ 2. C. chinense  산천궁 

 

1. Conioselinum tenuissimum (Nakai) Pimenov & Kljuykov, Willdenowia 33: 

373, 2003.  Angelica tenuissima Nakai, Bot. Mag. (Tokyo) 33: 10, 191

9.  Ligusticum tenuissimum (Nakai) Kitag., J. Jap. Bot. 17: 562, 1941.  

Type: Korea. “Corea media: in silvis montium Kumgangsan v. Diamond 

mountains”, without date, Uchiyama & Nakai 5728-5729 (holotype, 

TI!).  

국명: 고본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0.2-1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암갈색이

며, 지름 0.3-1 cm이다.  줄기는 진녹색이고, 간혹 기부가 자색을 띠며,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0.3-1 cm,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

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

은 길이 12.3-17 cm이며, 무모이고, 엽초는 녹색이며, 좁은 삼각형이고, 0.5–1.5 

cm × 4–6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7.5–10.2 × 6–

9.5 cm이고, 양면이 무모이며, 최종열편은 선형이고, 1.2–3 cm × 1–2 mm이다.  

경생엽은 3-6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6.8-13.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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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초는 연녹색 이며, 부풀고, 배축면에 세로로 줄이 있으며, 무모이다.  엽신은 전

체적으로 삼각형이고, 8-18 × 8-19 cm이다.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넓은 능형이

며,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고, 2.5-3.5 × 2.3-3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유저 

내지 설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1-2.5 c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2-5 × 2-4 c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으로, 0.8-4 cm× 1-2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며, 1.5-2.5 × 1-2 cm이고, 엽병

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또는 정생 및 측생하며, 상부가 둥글고, 지름 

3.2-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주로 잡성으로 7-9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9-12

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며, 지름 1-1.5 cm이다.  화경은 길이 4-12.2 cm으

로, 무모이거나 간혹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산경은 8-18개, 길이 

0.7-2.3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1 또는 2

장,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며, 1.4-3.2 cm× 0.5-2 mm, 예두 내지 점첨두, 설

저이고, 무모이며, 가장자리는 넓은 폭으로 건막질이다.  소화경은 길이 4-7 mm

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5-8장, 선형이고, 갈리지 않거

나 간혹 얕게 2열하며, 0.7-1.2 cm× 약 0.1 mm, 예두, 설저이고, 무모이며, 가장

자리는 건막질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1-1.5 mm, 양성화

는 지름 2.5-4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며, 1-1.8 × 0.8-1.6 mm이고, 선단

부가 짧게 안으로 굽으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2-2.2 mm이고, 약은 암자색

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며, 0.3-0.5 × 0.3-0.4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5 mm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약 0.5 mm이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

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2.8-3.4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3-4 × 2-2.5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1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3-0.5 mm이다.  유관은 



250 
 

 

6 또는 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 또는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

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8-9월.          결실기: 9-10월. 

    분포: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 사면. 

    고본은 Nakai(1919)에 의해 처음으로 당귀속 식물로 기재되었으나 (Angelica 

tenuissima Nakai), 최근의 형태학적 연구 결과 분과의 접합면이 비교적 좁고, 1

차늑 5개가 모두 날개로 발달한다는 특징에 의해 산천궁속(Conioselinum 

Fischer ex Hoffm.)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Pimenov et al., 

2003).  또한, 본 연구에서 엽록체 DNA 5개구간의 유합자료를 이용하여 NJ계통

수를 산출한 결과, 본 종은 당귀속 식물들과 유집되지 않고 산천궁[C. chinense 

(L.) Britton]과 자매군을 이루어, 최근의 형태학적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

서, 본 분류학적 처리에서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고본을 당귀속이 아닌 산천궁속으

로 인식하여 그 학명을 C. tenuissinum (Nakai) Pimenov & Kljuykov으로 처리

하였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Hamnam: 21 Aug 1943, P.S. 

Toh & H.J. Shim s.n. (SNU 9976).  Hwangnam: Jaeryeong-gun, Jangsu-

san, 19 May 1935, P.S. Toh s.n. (SNU 9977).  Gangwon: Inje-gun, Buk-

myeon, Seorak-san, along the mountain ridge near Hangyeryeong 

(Seobukneungseon), on rock crack, 27 Aug 2013, T.Y. Choi 688, 689 

(SNU); Geumgang-gun, Geumgang-san, Jul 1934, P.S. Toh s.n. (SNU 

9981–9983).  Chungbuk: Jecheon-si, Hansu-myeon, Worak-san, 19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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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J.H. Lee s.n. (SNU 70347).  Gyeongnam: Hapcheon-gun, Gaya-

myeon, Gaya-san, on Chilbul-bong, sunny place, 21 Sep 2014, K. Kim & 

H.K. Kim 1868, 1871 (SNU); Hapcheon-gun, Gaya-myeon, Gaya-san, 

along the mountain ridge of Chilbul-bong to Sangwang-bong, sunny place, 

21 Sep 2014, K. Kim & H.K. Kim 1877, 1878 (SNU); Hapcheon-gun, 

Gaya-myeon, Gaya-san, along the mountain ridge of Gaya-san to 

Sangwang-bong, on the top of mountain, sunny place, 21 Sep 2014, K. 

Kim & H.K. Kim 1879 (SNU); Jiri-san, 5 Aug 1939, P.S. Toh & H.J. Shim 

s.n. (SNU 9978, 9979).  Jeonbuk: Muju-gun, Deokyu-san, 20 Aug 2013, 

J.H. Park 212, 213 (SNU). 

 

2. Conioselinum chinense (L.) Britton, Sterns & Poggenb., Prelim. Cat. 22, 

1888.  Athamantha chinensis L., Sp. Pl. 245, 1753.  Ligusticum chinens

e (L.) Crantz, Cl. Umbell. Emend. 81, 1767.  Cnidium chinense (L.) Sp

reng. ex Steud., Nomencl. Bot., ed. 2, 1: 389, 1840.  Kreidion chinensis 

Raf., Good Book 57, 1840.  Selinum chinense (L.) Druce, Rep. Bot. Exc

h. Club Soc. Brit. Isles 3: 423, 1914.  Type: China. “Chinensem dixit 

Barthram, qui semina misit ex Virginia” (According to John Bartram, the 

seeds were sent from Virginia), (lectotype, LINN!—345.11, [photo at 

LINN! through the website of http://linnean-online.org]). 

Ligusticum gmelinii Cham. & Schltdl., Linnaea 1: 391, 1826.  Selinum gmeli

nii (Cham. & Schltdl.) Kurtz, Bot. Jahrb. Syst. 19: 382, 1895, nom. 

illeg., not Bray (1818).  Conioselinum gmelinii (Cham. & Schltdl.) J. M. 

Coult. & Rose, Contr. U. S. Natl. Herb. vol. 7, 150, 1900, nom. illeg.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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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d. (1840).  Type: North America. “[Aleut Isl.], in insula Unalaschka, 

ad sinum St. Laurentii; ad sunum Eschscholzii inque insula Chamissonis”, 

in 1818, Chamisso s.n. (syntypes, LE [not seen]; isosyntype, S!—S-

G-3669 [photo at S!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 

advancedSearch]). 

Conioselinum kamtschaticum Rupr., Beitr. Pflanzenk. Russ. Reiches 11: 2

2, 1859.  Conioselinum gmelinii var. kamtschaticum (Rupr.) Hultén, Fl. Al

eut. Isl. 248, 1937.  Type: Russia. “Kamtschatka, ad Goligyn in planitis 

arenosa”, in 1833?, Rieder s.n. (lectotype, LE [not seen],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1: 1282, 2006). 

Selinum benthamii S. Watson, Smithsonian Misc. Collect. 15: 432, 1878.  

Conioselinum benthamii (S. Watson) Fernald, Rhodora 28: 221, 1926. 

Type: Russia. Eastern Siberia, “E vicino maris Ochotzk. Wilkes 

Expedition” (Near Sea of Okhotsk, based on materials obtained by the 

Wilkes Expedition) (not located). 

Peucedanum filicinu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1: 246, 

1925.  Conioselinum filicinum (H. Wolff) H. Hara, J. Jap. Bot. 18: 28, 

1942. Type: Japan. “insula Yezo, secus torrents, Ochiai, cum fr. 

immaturis mense Septembre”, without date, Faurie 6293 (syntype, [not 

located]); Honshu, “Guwassan”, Sep 1924, Faurie 392 (syntype, [not 

located]). 

Conioselinum nipponicum H. Hara, J. Jap. Bot. 17: 631, fig. 52, 1941. Type: 

Japan. “Honshu, Rikutyu: Kuzakai”, 20 Jun 1931, Toba 639 (holotyp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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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산천궁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0.5-1.5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연갈색

이며, 지름 2-3 cm이다.  줄기는 녹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원통형으로, 지름 2-

4.5 m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3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

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약 5 cm이며, 무모이고, 엽초

는 연녹색으로, 기부가 자색을 띠며, 장타원형 내지 타원형이고, 1.8–2 × 1.4–1.6 

c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으로, 15–20.2 × 

10–15.5 cm이고, 최종열편은 피침형 또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3–7 × 1–3 mm이

다.  경생엽은 5 또는 6장이며, 2회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4.5-6.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녹색이며, 부풀지 않고, 배축면에 세로로 줄이 있으며, 무모이다.  엽신은 전

체적으로 넓은 삼각형이고, 8-13 × 8.5-20 cm이다.  정생소엽은 난형이며, 우

상천열하고, 2.6-3.5 × 1.9-2.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0.6-1 cm이다.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이고, 2.6-3.4 × 1.4-2 cm, 예두, 

설저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0.8-1.2 cm × 5-7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며, 1 또는 2회 우상천열 내지 심열하고, 1-2 × 0.5-

2.6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또는 정생 및 측생하고, 상부

가 둥글며, 지름 4.5-5.6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주로 잡성으로 7-9개의 웅성

화가 중앙에, 15-17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고, 지름 1-1.3 cm이다.  화경은 

길이 1-5.7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은 10-

20(-30)개, 길이 2-3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1 또

는 2장, 드물게 3장이며, 조락하고, 선형이며, 1-1.5 cm × 약 0.2 mm, 예두, 평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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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1.2-6 mm이고, 향축면

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5-8(-13)장, 선형이고, 0.5-1 cm× 

약 0.5 mm, 예두, 설저 내지 평저이며, 가장자리는 좁은 폭으로 건막질이다.  꽃

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약 2 mm, 양성화는 지름 3-4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며, 1-1.7 × 1-1.5 mm이고,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으며, 무

모이다.  수술은 길이 1-1.3 mm이고,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

며, 약 0.5 × 0.4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3 mm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길이 약 0.4 mm이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이며,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5-7.5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4-8.5 × 

2-4.5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0.4-0.8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5-1 mm이다.  유관은 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아메리카.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해변가 초지. 

    Pimenov et al. (2003) 및 Pimenov(2017)는 Selinum gmelinii Bray와 

Conioselinum gmelinii (Bray) Steud.을 C. tataricum의 이명으로 처리하였으며, 

C. tataricum은 유럽, 중앙 아시아, 러시아 및 중국의 북서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Russia. Sakhalin Island, 21 Aug 2011, 

C.W. Park & K. Kim 19-1, 19-2, 19-3 (SNU).   

    Japan. Hokkaido, Nemuro, on the cliff near seashore, on slope land,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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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 28 Jul 2015, H.J. Suh 2 (SNU 107532). 

 

17. Cryptotaenia DC., Coll. Mém. 5: 42, 1829 (nom. cons.). 

Type: Sison canadense L. 

국명: 파드득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속생하는 수염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 자녹색 

또는 [드물게 자색이고], 분지하거나 [분지하지 않으며], 가늘고, 무모이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1회 3출

복엽이고, 엽병은 길며, 기부가 넓어져 엽초로 된다.  엽초는 장타원형이고, 부풀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소엽은 능상 

난형 또는 난형이고, 예거치연 또는 복예거치연이거나 [천열 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전체적으로 다소 원추화서처럼 보이며, 소산형화서

는 소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고, 소산경은 소수이며, 길

이가 다르고, 비스듬히 서거나 [넓게 벌어지며], 총포편은 없거나 1장으로 선형이

다.  소화경은 길이가 다르고, 소총포편은 소수이거나 [없다]. 꽃은 방사상칭 또는 

[좌우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고 삼각형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

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짧고, 화주판

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고], 짧다.  분열과는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무모이며, 1

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유관은 6-24개로, 늑간 아래에 1-4

개씩, 접합면에 2-1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분류군 수: 약 4종 (한반도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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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1. Cryptotaenia japonica Hassk., Retzia 1: 113, 1856.  Cryptotaenia canad

ensis (L.) DC. var. japonica (Hassk.) Makino, Bot. Mag. (Tokyo) 22: 1

75, 1908.  Deringa japonica (Hassk.) Koso-Pol., Vestn. Tbilissk. Bo

t. Sada 11: 139, 1915.  Cryptotaenia canadensis subsp. japonica (Has

sk.) Hand.-Mazz., Symb. Sin. 7: 713, 1933.  Type: Japan. “Habit. 

Japan”, without date, Col? (not seen). 

Cryptotaenia japonica var. dissecta Y. Yabe, J. Coll. Sci. Imp. Univ. Tokyo 

16(4): 40, 1902.  Cryptotaenia japonica f. dissecta (Y. Yabe) H. Hara, 

Enum. Sperm. Jap. 3: 309, 1954.  Type: Japan. “in umbrosis sylvaticis, 

ad pedem ignivomi Fuji”, Aug 1895, Ōno s.n. (syntype, [not seen]); 

“Prov. Shimotsuke: in alpibus Nikkō”, without date, Ito s.n. (syntype, 

[not seen]). 

Cryptotaenia japonica var. atropurpurea Makino, J. Jap. Bot. 3: 8, 1926. Cr

yptotaenia canadensis f. atropurpurea (Makino) Yonek., J. Jap. Bot. 80: 3

27, 2005.  Type: Not cited. “Japan. sometimes cultivated, uncommon”. 

Cryptotaenia japonica var. warabiana Makino, J. Jap. Bot. 8: 46, 1933.  C

ryptotaenia canadensis f. warabiana (Makino) Yonek., J. Jap. Bot. 80: 32

7, 2005.  Type: Japan. “Prov. Kadzusa: Haniya in Mutsuoka-mura”, in 

1933, Makino s.n. (holotype, MAK!—057986 [photo at MA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meba.i.hosei.ac.jp/BIDP/MakinoCD/makino/]). 

국명: 파드득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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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양성화주이고, 키 35-62 cm이며, 무모이다.  줄기는 녹색이고, 간혹 

기부가 자색을 띠며, 다수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2-4 mm, 세로로 홈이 지

며, 속이 비어 있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넓은 삼각형이고, 상면은 진

녹색 또는 [드물게 자색을 띠는 녹색]이며, 하면은 녹색 내지 연녹색 또는 [드물게 

자색]이다.  근생엽은 1-3장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7.2-10.5 cm이고, 엽

초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1.2-2.2 × 2-4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2.5-4.5 

× 3.5-5.5 cm이고, 근생엽의 중앙소엽은 능상 난형이며, [드물게 3열하거나 우

상천열하고], 2-3 × 1.2-2.4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복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없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능상 난형 내지 난

형이며, 2-3.3 × 1.2-2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비스듬하고, 원저 또는 넓은 

설저이며, 소엽병은 없다.  경생엽은 4-7장,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

이 7-14.7 cm로,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며, 경생엽의 엽신은 7.2-11 × 9.8-15 

cm이다.  경생엽의 중앙소엽은 능형 내지 능상 난형이고, [드물게 3열하거나 우상천

열하며], 6-9.5 × 3.5-6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내지 유저이고, 가장자리

는 불규칙한 복예거치연이며, 측소엽은 타원형 내지 난형으로, 5.3-5.5(-8) × 

2.7-3.5(-4)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이고, 1.8-3 × 

3-5 cm이며, 엽병은 없고, 소엽은 좁은 타원형 내지 선형이며, 선단은 예두, 기부

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예거치연이다.  복산형화서는 지름 0.7-1 cm이며, 소산

형화서는 양성으로, 3-6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0.5-1.8 cm이고, 

소산경은 2-7개,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길이 (0.7-)1.1-3.4 cm으로 매우 

불균일하다.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고, 1.3-1.5 × 0.2-0.3 mm, 예두,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0.2-2.4 cm으로 매우 불균일하며, 소총포편은 4 또는 5장, 피침

형이고, 2.5-3.5 × 약 0.5 mm, 예두, 평저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꽃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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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방사상칭이고, 지름 1-1.8 mm이다.  악편은 흔적적이며, 화판은 0.5-

0.8 × 0.4-0.6 mm이다.  수술은 길이 0.6-1 mm이고, 약은 자색으로, 타원형이

며, 0.2-0.4 × 약 0.3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2 mm이고, 화주는 비스듬

히 서며, 길이 약 0.2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고, 난상 장타원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4-4.5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5-6 × 1.2-1.3 mm, 무모이다.  유관은 14-24개이며, 늑간 아래에 2 또는 3개

씩, 접합면에 6-12개가 있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7월.          결실기: 7-9월. 

    분포: 대만,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저지대, 숲 속의 그늘지고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30 Aug 1975, 

H.K. Choi s.n. (SNU); without date, Col? (SNU 9842); 6 Jul 1930, Col? 

(SNU 9843); 6 Jul 1931, Col? (SNU 9844); 14 May 1935, Col? (SNU 

9841).   

    Japan. Honshu, Tokyo, May 1917, Col? (SNU 9845).  

    Korea. Gangwon: Wonju-si, Socho-myeon, Chiak-san, Hakgok-ri, near 

Guryongsa temple, shady place, 17 Sep 2013, H.J. Suh & K. Kim 1429 

(SNU).  Chungbuk: Yeongdong-gun, Minjuji-san, 13 Aug 2014, J.H. Park 

s.n. (SNU).  Gyeongbuk: Mungyeong-si, Mungyeongsaejae, alt. 37 m, 11 

Aug 2007, S.A. Ryu 1257 (SNU 106564, 109349).  Jeju: Jeju-si, Aewol-

eup, Yusuam-ri, Guetmuloreum, shady place of entrance of the trail, near 

spring, 18 Jul 2010, K. Kim G1-4, 2-1, 2-5, 2-6, 2-9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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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oeniculum Mill., Gard. Dict. Abr., ed. 4, 1754. 

Type: F. volgare Mill. 

국명: 회향속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향기를 낸다.  뿌리는 원뿌리

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회녹색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고, 원통형이

며,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

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엽초는 가장 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대개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 내지 난형이고,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실 모양이다.  화서

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다수의 꽃으로 이루

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고, 무모이며, 소산경은 2-40개이고, 옆으로 퍼지

거나 비스듬히 서며, 서로 길이가 다르거나 [거의 같고], 세로로 홈이 지며, 총포편

은 없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소총포편은 없다.  꽃은 양성

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불분명하다.  화판은 황색 또는 [적색]이며, 도란형이

고, 요두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며, 전연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

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황색 또는 [적색]이고, 원추형이며, 화주는 반곡 하

거나 [넓게 벌어지고], 화주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난상 장타원형 또는 [타원형]이

며,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납작하고, 무모이다.  1

차늑은 뚜렷하며, 날개를 가진다.  날개는 두껍고, 측늑의 날개가 배늑의 날개보다 

약간 넓다.  유관은 6개로, 늑간마다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며, 복면은 약간 오목하거나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2종 (한반도 재배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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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지중해 연안 원산.  전 세계적으로 재배. 

1. Foeniculum vulgare Mill., Gard. Dict., ed. 8, Foeniculum no. 1, 1768.  An

ethum foeniculum L., Sp. Pl. 263, 1753.  Ligusticum foeniculum (L.) C

rantz, Cl. Umbell. Emend. 82, 1767.  Meum foeniculum (L.) Spreng., Sys

t. Veg., ed. 16, 6: 434, 1820.  Selinum foeniculum (L.) E. H. L. Krause, 

Deutschl. Fl., ed. 2, 12: 115, 1904.  Seseli foeniculum (L.)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83, 1916.  Type: South 

Europe (France). “In Narbonne, Aremoriae, Maderae rupibus cretaceis”, 

page no. 106, Anethum 2”, without date and collector (lectotype, BM-

CLIFF!—BM000558381, designated by Jansen, Spices, condiments and 

medicinal plants in Ethiopia, their taxonomy and agricultural significance, 

25, 1861 (photo at BM-CLIFF!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 

ac.uk/dataset/clifford-herbarium). 

Foeniculum officinale All., Fl. Pedem. 2: 25, 1785.  Type: Italy. “Circa 

Pinelorium. In comitatu Nicaeensi, et in provincial Uneliae ”  (not 

located). 

Anethum rupestre Salisb., Prodr. Stirp. Chap. Allerton 168, 1796, nom. 

illeg.  Type: Based on Foeculum vulgare. 

Anethum panmorium Roxb. ex Fleming, Asiat. Res. 11: 156, 1810.  Foenicul

um panmorium (Roxb. ex Fleming) DC., Prodr. 4: 142, 1830.  Type: 

India. “Plants, cultivated in Bengal” (not located). 

Ozodia foeniculacea Wight & Arn., Prodr. Fl. Ind. Orient. 1: 375: 1834.  

Type: India. “India Orientalis”, without date, Wight 1210 (holo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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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0174688; isotypes, NY [not seen], P!—P-P03237720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국명: 회향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으로, 키 0.4-2(-2.5) m이다.  원뿌리는 연갈

색이며, 지름 0.7-1 cm이다.  줄기는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고, 지름 

5-8 mm이다.  근생엽은 2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 들거나 

간혹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4.7-16 cm, 무모이고, 엽초는 녹백색 또는 황백색이

며, 원주형이고, 6-7.5 × 1-1.5 cm, 선단부가 연골질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회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 내지 난형이고, 15-35 × 13-38 cm, 양면 모

두 무모이다.  근생엽의 소엽은 좁은 능형이며,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고, 1.2-2 

× 0.6-1.5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5-9 mm이고,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실 모

양이며, 0.6-2.5 cm × 0.2-0.4 mm이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20-2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며, 

엽초는 9-12 × 1.4-2 c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좁은 난형 내지 

난형, 25-40 × 11-16 cm이고, 소엽은 장타원형 또는 좁은 능형이며, 1 또는 2

회 우상심열하고, 1-5 × 0.6-2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0.7-1.7 cm이다.  소엽의 

최종열편은 좁은 선형 내지 실 모양이고, 0.6-8 cm × 0.1-0.2 mm이다.  최상

부 경생엽은 1회 우상심열 하며, 2.5-3 × 1.3-1.6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

부가 다소 편평하고, 지름 4.7-6.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14-35(-4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8-1 cm이다.  화경은 길이 (2-)5.5-16.5(-25) cm

이며, 무모이고, 소산경은 4-25(-40)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1.5-10 cm

로, 서로 길이가 다르다.  소화경은 길이 0.2-1 cm이며, 무모이다.  꽃은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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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mm이다.  화판은 황색이고, 약 1 × 0.5-0.7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

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5-2.2 mm이며, 약은 연황색이고, 광타원형

이며, 약 0.5 × 0.3-0.4 mm이다.  화주판은 황색이고, 길이 0.6-1 mm, 무모이

며,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약 0.4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이며, 성

숙 시 연갈색이며, 난상 장타원 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8 mm이다.  분과는 좁

은 장타원형이며, 0.4-1 cm × 1.5-2.8 mm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2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0.3 mm이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고, 복면은 약

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5-7월.          결실기: 8-9월.  

    분포: 지중해 연안 원산.   

    한반도 분포: 재배.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20 Sep 1914, 

Col? (SNU 9913); 12 Jul 1936, Col? (SNU 9914); 23 Jul 1935, Col? (SNU 

1935).  

    Korea. Gyeonggi: Gwanak-gu, Gwanak-san?, 14 Sep 1932, P.S. Toh s.n. 

(SNU 9912).  Gyeongbuk: Pohang-si, 23 Jun 2013, C.S. Kim s.n. (SNU); 

Ulleung-gun, Ulleung-do, 28 Sep 2013, H.J. Suh s.n. (SNU); Ulleung-gun, 

Ulleung-do, 24 May 2014, H.J. Suh s.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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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Foeniculum vulgare Mill. 

[Collector?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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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yclospermum Lag., Amen. Nat. Españ. 1: 101, 1821. 

Type: Pimpinella leptophylla Pers.  

국명: 솔잎미나리속 

    일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무모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원주형이며, 길

게 신장된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분지하며, 가늘고, 세로로 홈이 지

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

며, 2-[4]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짧게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장타원형 내지 광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최종열편은 선

형 내지 실 모양이다.  화서는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며, 복산형화서 또는 [드물게 

단산형화서]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소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매

우 짧거나 [흔적적이고], 소산경은 소수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가늘

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가늘며, 소총포편은 

없다.  꽃은 양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악편은 불분명하다.  화판은 백색, [황록색 또

는 분홍색을 띠는 녹색]이고,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예두이고, 선단부가 안으

로 굽지 않으며, 설저이고, 전연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반곡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화주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구형 내지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선단부에서 얕게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무모이며,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능선

이 둔하고, 코르크질이며, 날개는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

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7. 

    분류군 수: 약 3종 (한반도 외래종 1종). 

    분포: 남아메리카 원산, 1종은 온대 및 열대 지역에 널리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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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clospermum leptophyllum (Pers.) Sprague ex Britton & P. Wilson, B

ot. Porto Rico 6: 52, 1925.  Pimpinella leptophylla Pers., Syn. Pl. 1: 

324, 1805.  Aethusa leptophylla (Pers.) Spreng., Pl. Umbell. Prod

r. 22, 1813.  Helosciadium leptophyllum (Pers.) DC., Mém. Soc. Phys. 

Genève 4: 493, 1830.  Apium leptophyllum (Pers.) F. Muell. ex Benth., 

Fl. Austral. 3: 372, 1867.  Apium ammi Crantz var. leptophyllum (Pers.) 

Kuntze, Revis. Gen. Pl. 3(3): 111, 1898.  Selinum leptophyllum (Pe

rs.) E. H. L. Krause ex Sturm, Fl.Deutschl., ed. 2, 12: 28, 1904.  Pty

chotis leptophylla (Pers.) Penz., Contr. Storia Bot. 21, 1905.  Type: 

North America. “Ins. St. Dominica”, Poiteu s.n. (syntype, P!—

P00834710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Bolivia, in 1889-1889, Bang 1805 (syntype, MO [not seen]). 

Pimpinella lateriflora Link, Enum. Hort. Berol. Alt. 1: 285, 1821.  Heloscia

dium lateriflorum (Link) W. D. J. Koch, Nova Acta Phys.-Med. Acad. 

Caes. Leop.-Carol. Nat. Cur. 12: 126, 1824.  Type: Not cited. 

Helosciadium ranunculifolium DC., Prodr. 4: 105, 1830.  Type: Not cited. 

Apium rivulare Larrañaga, Escr. Larrañaga 2: 116, 1923.  Type: 

Apium depressum M. E. Jones, Contr. W. Bot. 18: 63, 1933.  Type: 

Mexico. “Mexico: Lake near San Miguel Zacatecas”, 6 May 1892, 

Jones s.n. (RSA-POM, RSA0000648 [not seen]). 

국명: 솔잎미나리 

 

    식물체는 키 15-40(-70) cm이다.  원뿌리는 암갈색이고, 지름 3-5 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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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진녹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지름 3-4 

mm, 속이 차 있다.  근생엽은 1-4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3-5 c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장타원상 난형 

내지 난형이며, 4-5 × 3-5 cm, 양면 모두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부채

형으로,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고, 0.4-1 × 0.5-1.3 cm, 선단은 점첨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3-7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형 내지 광난형으로, 1 또는 2

회 우상심열하고, 3-7 × 3-5 m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실 모양이고, 2-

5 × 0.5-0.8 mm, 선단은 예두이다.  경생엽은 2회 우상복엽이며, 상부로 갈수

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2-3 m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

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 1-6 × 0.5-

1 cm이고, 소엽은 능형이며, 1회 우상심열하고, 1.2-2 × 0.4-1.2 cm이며, 소

엽병은 길이 4-7 mm이고, 최종열편은 실 모양이며, 1-1.5 cm× 0.1-0.2 

mm, 선단은 점첨두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타원형이고, 우상심열하며, 1.3-1.8 

cm× 6-8 mm이다.  화서는 복산형화서이고, 정생 또는 잎과 대생하며, 상부가 

편평하고, 지름 1-1.3 cm이며, 소산형화서는 8-12(-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

고, 지름 5-8 mm이다.  화경은 길이 0.8-1.8 cm이며, 소산경은 2-4개으로, 옆

으로 퍼지고, 길이 0.6-1.8 cm로, 서로 길이가 다르며,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

나 비스듬히 서고, 길이 2-5 mm이다.  꽃은 지름 1.5-2 mm이며, 화판은 백색, 난

형이고, 0.8-1 × 0.6-0.7 mm이다.  수술은 길이 0.5-0.8 mm이며, 약은 황색으

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고, 약 0.3 × 0.3 mm이다.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1-0.2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구형 내지 난형

이며, 분과병은 길이 2.8-3.4 mm이다.  분과는 반구형이고, 1-2 × 1-1.5 mm이

다.  1차늑은 비후되며, 측늑은 배늑보다 약간 넓다.  염색체 수 2n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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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남아메리카 원산;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지역에 널리 귀화. 

    한반도 분포: 제주.  해안가의 묵밭. 

    본 종은 전 (1992)에 의해 제주도에서 처음 보고된 외래식물로서, 주로 제주

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해안가 묵밭 등에 귀화되어 자란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ju: Jeju-si, Geonip-dong, 

near Topdong square, alt. 27 m, 9 Oct 2014, H.J. Suh 1, 2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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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Cyclospermum 

leptophyllum (Pers.) Sprague ex Britton & P. Wilson [Poiteu s.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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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ystaenia Kitag., Bot. Mag. (Tokyo) 51: 805, 1937. 

Type: D. ibukiensis (Y. Yabe) Kitag.  

국명: 섬바디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상부에

서 분지하며, 굵고, 원통형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

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2 또는 3 회 우상

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

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정생소엽은 깊게 3열 또는 우상천열하거나 불규칙하게 

결각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20-

5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소산경은 10-40개이고,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총포편은 없거나 드물게 소수이다.  소화경은 비스

듬히 서고, 소총포편은 다수이며, 실 모양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가장자리가 건막

질이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뚜렷하며, 삼각형이다.  화판은 백색

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어 요두처럼 보이고, 설저이며, 전연이다.  수

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직

립하며, 결실기에 반곡하고,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또는 [광타원형]

이며, 분과병은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고, 1차늑은 뚜렷하

며, 날개를 가진다.  날개는 두껍고, 측늑의 날개는 배늑의 날개보다 넓다.  유관은 

12-22개로, 늑간 아래에 2-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

타원형 또는 [아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2종 (한반도 1종). 

    분포: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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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ystaenia takesimana (Nakai) Kitag., Bot. Mag. (Tokyo) 51: 807, 

1937.  Angelica takesimana Nakai, Bot. Mag. (Tokyo) 32: 219, 1918.  L

igusticum takeshimanum (Nakai) M. Hiroe, Acta Phytotax. Geobot. 18: 

19, 1959.  Type: Korea. “in herbidis v. in rupibus insulae Ooryongto 

socialiter crescit”, without date, Nakai 4663 (holotype, TI!) 

국명: 섬바디 

    식물체는 키 0.4-2 m이다.  원뿌리는 황갈색 또는 암갈색 내지 흑색이고, 지

름 0.3-1 c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기부가 자색을 띠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지름 1.2-1.5 cm, 무모이다.  근생엽은 1-4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기부가 자색이며, 길이 21-33 cm, 무모이고,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엽초는 자녹색이고, 삼각형이며, 4-5.5 × 1.4-3.6 cm이다.  근생엽 

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20-31.5 × 20-29 cm, 상면은 녹

색이며, 무모이거나 간혹 맥을 따라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고, 하면은 백

록색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피침형 또는 좁은 도란형 내지 능상 난

형이고, 깊게 3열 또는 우상천열하며, 5-11 × 3.5-6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침상 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1.5-4 cm이

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타원형 또는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깊게 3

열 또는 우상천열하며, 5.5-10 × 3-7 cm이고, 소엽병은 없거나 거의 없다.  경

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0-12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연녹색이고, 

방추형으로 부풀며, 배축면에 세로로 줄이 있고,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12-15 × 16-18.2 cm이며, 정생소엽은 4-6 × 2.5-4 cm, 소엽병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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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cm이고, 측소엽은 3-6 × 1.5-4 cm이며, 소엽병은 없다.  최상부 경생엽

은 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며, 1.2-1.8 × 1.3-2.3 cm이

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8.3-12 cm이고, 소

산형화서는 25-38(-5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8-2.2 cm이다.  화경

은 길이 5-10.3 cm으로, 상부에 단모가 다소 밀생 내지 밀생하고, 소산경은 18-

30(-40)개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길이 2-4.5 cm이며, 단모가 

다소 밀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대개 없거나 간혹 3-5장이고, 있는 경우 좁

은 피침형 내지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0.7-1.5 cm× 0.4-0.8 mm, 예두 내지 

점첨두,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2.5-5 mm이며,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고, 

소총포편은 6-10장이며, 실 모양이고, 갈리지 않으며, 2-8 × 0.1-0.5 mm, 예

두, 좁은 평저이다.  꽃은 지름 2-3.5 mm이다.  화판은 0.7-1.6 × 1.3-1.5 mm

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5-3.2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

타원형이고, 0.6-0.8 × 0.5-0.6 mm이다.  화주판은 무모이며, 화주는 개화 시 

길이 약 0.8 mm이고, 결실기에 길이 약 1.8 mm로 길게 신장된다.  분열과는 미성

숙 시 녹색, 성숙 시 암갈색이며,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4-6 mm이다.  분과

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4.5-7 × 2-3 mm, 무모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0.6-0.8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

다.  염색체 수 2n = 44.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경북 (울릉도).  산 사면.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buk: Ulle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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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eung-eup, Buk-myeon, Cheonbu-ri, from Gwancheon tunnel to 

Seonchang dock, near the road, under the cliff, 22 Jul 2017, K. Kim & H.U. 

Park 608 (SNU [2 sheets]); Ulleung-gun, Ulleung-eup, Jeodong-ri, 

entrance of Naesujeon observation platform, near the trail, sunny place, 23 

Jul 2013, K. Kim & H.U. Park 613 (SNU [2 sheets]): Ulleung-gun, 

Ulleung-eup, Jeodong-ri, entrance of Naesujeon observation platform, 

near the trail, sunny place, 23 Jul 2013, K. Kim & H.U. Park 613-1 (SNU);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to Seongin-bong trail, shady place, 

24 Jul 2017, K. Kim & H.U. Park 636-1, 636-2, 636-3 (SNU); Ulleung-

gun, Seongin-bong, 29 Nov 2004, S.K. Lee 33 (SNU 95447); Ulleung-gun, 

Byk-myeon, Seongin-bong, Na-ri, Nari basin, S.J. Lee & S.A. Ryu 2006-

502 (SNU 106003);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Jeodong-ri, 

near Bongrae Waterfall in Adiantum pedatum, evergreen forest, alt. 273 m, 

26 Jun 2006, S.J. Lee & S.A. Ryu 2006-564 (SNU 109598, 106603); 

Ulleung-gun, Seo-myeon, Taeha-ri, 100 m the bottom of Taehasaem 

spring, 21 Apr 2015, S.H. Oh 6141 (SNU);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along the trail on opposite site of Dodong Jeil Church, 5 Aug 

2015, H.U. Park 862 (SNU);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Jeodong-ri, along the trail from Naesu to Seokpo, 11 Jul 2016, H.U. Park 

162 (SNU [6 sheets]); Ulleung-gun, Ulleung-eup, 4 Oct 2011, J.H. Park 

& K. Kim 9, 30 (SNU); Ulleung-gun, Byk-myeon, Seongin-bong, Na-ri, 

Nari basin, 5 Oct 2011, J.H. Park & K. Kim 128, 140 (SNU); Ulleung-gun, 

Ulleung-eup, Ulleung-do, Jeodong-ri, entrance of Bongrae Waterfall trail, 

5 Oct 2011, J.H. Park & K. Kim 68-1, 68-2, 88, 217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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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등(2000)은 외부 형태학적 연구를 통해 본 종이 전체적인 크기가 더 크고, 

소엽의 가장자리에 예거치 또는 복예거치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분과의 측늑

의 날개가 더 넓다는 특징에 의해 일본 특산 식물인 D. ibukeise와 구분되나, 총포

편 및 소총포편의 형태, 화분의 형태 및 염색체 수 등 주요 식별형질에는 거의 변이

가 없는것으로 보아, 본 종과 D. ibukiense가 종 분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21. Saposhnikovia Schischk., Fl. URSS 17: 359, 1951. 

Type: S. divaricata (Turcz.) Schischk 

국명: 방풍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3-1 m이고, 무모이다.  뿌리는 원뿌리이

며, 원주형이고, 지름 1.5-2 cm이며, 비후된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 내지 연녹

색이며, 다수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4-8 m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차 있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엽병은 기부에서 짧게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

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6-11.2 cm이고, 엽초는 연녹색으로, 삼각형이며, 

가장가리가 건막질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장타원상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15-22 × 8-18.5 cm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 또는 도란형

이며, 깊게 3열하고, 2-3.5 × 2-3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0.8-1.8 cm이고, 중앙열편은 갈리지 않거나 3열하며, 측열편은 갈리지 않거

나 2 또는 3열한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깊게 3열하거나 갈리지 않고, 2-3 × 

0.5-2.5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 cm이고, 최종열편은 선상 피침형이며, 

0.5-2 cm× 1.5-3 m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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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엽병은 길이 8-12.2 cm 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

엽의 엽신은 18.8-20 × 10-17 cm이며, 정생소엽은 2-2.5 × 2-2.5 cm, 측소

엽은 1.5-2 × 0.5-1.5 cm이고, 최종열편은 1.2-3 cm× 1-3 mm이며, 상부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진다.  최상부 경생엽은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길이 

0.5-1 cm이고, 엽병은 없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상부가 

둥글며, 지름 4-9.5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4-10개의 꽃으로 이루어

지고, 지름 0.8-1.2 cm이다.  화경은 길이 5-6.8 cm이며, 소산경은 5-1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3-5 cm로, 서로 길이가 다르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

이 3-8 mm이며, 소총포편은 4-6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5-3 

cm× 약 0.5 mm, 예두 내지 점첨두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지름 2-3 mm이며, 악편은 뚜렷하고, 삼각형이며, 0.3-0.5 × 약 

0.2 mm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 또는 광난형이며, 1-1.2 × 0.8-1 mm이

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길이 2-2.3 mm 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

원형이고, 약 0.5 × 0.3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직립하고, 결

실기에 반곡하며, 길이 약 0.2 mm로, 화주판보다 2배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암갈색이고, 타원형 내지 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3.2-5.7 mm이

고,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3.5-6 × 3-3.5 mm이며, 미성숙 시 표면에 소돌기가 밀생하고, 점차 없어진다.  1

차늑은 뚜렷하며, 날개를 갖고, 배늑의 날개는 너비 0.2-0.4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6-0.7 mm이다.  유관은 6 또는 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 

또는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16. 

    분류군 수: 1종 (한반도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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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극동 러시아, 몽골, 중국 북동부, 한국. 

1.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chischk., Fl. URSS 17: 54, 1951.  Ste

nocoelium divaricatum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7: 

734, 1844 [Flora 17 (1, Beibl.): 14, 1834, nom. inval.].  Siler divaric

atum (Turcz.) Benth. & Hook. f., Gen. Pl. 1: 909, 1867.  Laser divari

catum (Turcz.) Thell., Monde Pl. 26: 4, 1925.  Ledebouriella divaricata 

(Turcz.) M. Hiroe, Umbelliferae Asia 92, 1958.  Type: Russia. “In 

campis transbaicalensibus et dahuricis copiosae provenit [In campis ad 

Strelcam]”, Jun 1829, Turczaninow s.n. (lec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0: 966, 2005 [not seen]; 

isolectotypes, C!—C10005760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K [not seen], KW [not seen], 

MW [not seen]); “In campis transbaicalensibus”, in 1830, Turczaninow 

s.n. (syntypes, K!—K000681169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LE [not seen], M!—

M0173017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 

/advancedSearch]), P!—P00757858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In pratis siccis prope Selenginsk”, in 1829, 

Turczaninow s.n. (syntype, LE [not seen]). 

Trila dahurica Turcz. ex Besser, Flora 17 (1, Beibl.): 14, 1834, nom. 

inval.  Type: Not cited. 

Rumia seseloides Hoffm., Gen. Pl. Umbell., ed. 2, 174, 1816.  Cachrys ses

eloides (Hoffm.) M. Bieb., Fl. Taur.-Caucas. 3: 217, 1819.  Trinia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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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oides (Hoffm.) Ledeb., Fl. Altaic. 1: 357, 1829.  Ledebouriella sesel

oides (Hoffm.) H. Wolff in Engl., Pflanzenr. 43: 192, 1910.  Johrenia se

seloides (Hoffm.)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33, 1916.  Saposhnikovia seseloides (Hoffm.) Kitag., Neoli

n. Fl. Manshur. 488, 1979.  Type: Not cited. 

Siler divaricatum (Turcz.) Benth. & Hook. f. ex Franch. & Sav. f. latifolium 

H. Wolff, Acto Horti Gothob. 2: 328, 1926.  Type: China. Hebei, “Chili: 

Hsiao-wo-tai-shan, Yang-kiap’ing, Pei-ko”, Aug 1921, Smith 1003 

(holotype, GB!—GB-0048827 [photo at GB! through the website of 

http://herbarium.emg.umu.se/standard_search.html]).  

국명: 방풍 

    방풍의 기재 및 분포는 속 기재와 동일. 

    개화기: 6-8월.          결실기: 9-10월. 

    한반도 분포: 북부.  구릉지 및 산 사면의 건조한 곳.  남부에서 재배.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Tomen, 26 Jul 2014, C.W. 

Park et al. 64, 65 (SNU 10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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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hotograph of the isolectotype specimen of Saposhnikovia 

divaricate (Turcz.) Schischk. [Turczaninow s.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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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gusticum L., Sp. Pl. 250, 1753. 

Type: L. scoticum L. 

Coristospermum Bertol., Fl. Ital. 3: 466, 1837.  Type: C. cuneifolium 

(Guss.) Bertol. 

Tilingia Regel & Tiling, Nouv. Mém.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1: 97, 1

859.  Type: T. ajanensis Regel. & Tiling 

Ligusticopsis Leute, Ann. Naturhist. Mus. Wien 73: 66, 1969.

  Type: L. rechingeriana Leute 

Paraligusticum V. N. Tikhom., Byull. Moskovsk. Obshch. Isp. Prir., Otd. Biol. 

78(1): 107, 1973.  Type: P. discolor (Ledeb.) V.N. Tikhom. 

Rupiphila Pimenov & Lavrova, Byull. Moskovsk. Obshch. Isp. Prir., Otd. Biol. 

91(2): 97, 1986.  Type: R. tachiroei (Franch. & Sav.) Pimenov & 

Lavrora 

국명: 기름당귀속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원뿌리 또는 수염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굵거나 가늘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산생하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거나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3출복엽 또는 우상복엽이며, 초질, 아혁질 또는 [막질]이다.  

엽병은 길고,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대개 

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소엽은 갈리지 않거나, 결각되거나 또는 우상으로 갈리며, 최

종열편은 선형 내지 난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 또는 [정생]하고, 복산형화서이

며, 소산형화서는 대개 잡성 또는 웅성이고, 10개-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

경은 뚜렷하게 발달하며, 소산경은 4개-다수이고,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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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편은 1-여러 장, 선형 내지 좁은 타원형이고, 대개 조락하며, 드물게 없다.  소

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 선형 내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거나 [갈리고, 간혹 없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

은 매우 작거나 [뚜렷하다]. 화판은 백색, 분홍색 또는 [자색]이며, 주걱형 내지 도

란형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반곡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직립하며], 화주

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장타원상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무모이고, 1차늑은 뚜렷하며, 좁은 날

개를 가진다.  유관은 6-18[-30]개로, 늑간 아래에 1-3[-5]개씩, 접합면에 2-

6[-10]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거나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60종 (한반도 3종). 

    분포: 북반구. 

<한반도산 기름당귀속의 검색표> 

1. 잎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최종열편은 선형이다 ··································

············································································ 2. L. tachiroei  개회향 

1. 잎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최종열편은 좁은 능형 내지 난형이다. 

2. 총포편은 3-5장이고, 길이 0.7-1 cm이다 ······ 1. L. hultenii  기름당귀 

2. 총포편은 1장이거나 없고, 길이 2-5 mm이다 ·······································

··························································· 3. L. tsusimensis  대마참나물 

1. Ligusticum hultenii Fernald, Rhodora 32: 7, 1930.  Angelica hultenii (F

ernald) M. Hiroe, Acta Phytotax. Geobot. 14: 29, 1949.  Ligusticum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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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cum L. subsp. hultenii (Fernald) Calder & Roy L. Taylor, Canad. J. B

ot. 43: 1396, 1965.  Ligusticum scoticum var. hultenii (Fernald) B. Bovin, 

Naturaliste Canad. 93: 643, 1966.  Type: U.S.A. Alaska Aleutian Islands, 

“Nazan Bay, Atka”, 26 Jul 1907, Van Dyke 238 (holotype, GH!—

00076740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https://huh.harvard.edu/]). 

국명: 기름당귀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0.3-1 m이다.  뿌리는 원뿌리로, 갈색이고, 

원주형이며, 지름 0.6-1.5 cm이다.  줄기는 녹색 또는 자색을 띠고, 상부에서 분

지하며, 원통형으로, 지름 4-9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

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근생엽은 2 또는 3장이며, 2회 

3출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3-9장이고, 1 또는 2회 3출

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 엽의 경우 길이 6-15 cm이

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고,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장타원형이며, 1.5-

2.5 × 0.8-1.2 c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

각상 난형이고, 6.5-13 × 6-15 cm, 아혁질이며, 양면 모두 무모이다.  중앙소엽

은 능상 난형 또는 도란형이고, 4-7.5 × 3.5-5.3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이며, 가장자리는 둔거치연 또는 치아상 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1-4.5 cm이

다.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이며, 5.6-7 × 3.5-4.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

저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1회 3출 또는 깊게 3열하며, 3-6 × 2-5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상부가 둥글고, 지름 

3.7-5.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7-10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7-10개

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며, 지름 0.6-1 cm이다.  화경은 길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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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cm이고, 무모이며, 소산경은 10-2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7-2.5(-5) cm, 무모이거나 향축면에 짧은 소돌기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3-5

장, 피침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6-1.3 cm × 1-2 mm, 예

두, 설저이고, 무모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길이 2-

4.5(-7) mm, 무모이고, 소총포편은 5-8장, 좁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2-

5 × 0.5-0.7 mm, 예두, 설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약 1 mm, 양성화는 지름 2-3 mm이며, 악편은 매우 작고, 좁은 삼각형으

로, 약 0.4 × 0.3 mm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난상 장타원형이고, 0.5-1.5 × 

0.7-1 mm이다.  수술은 길이 0.8-1.5 mm이며, 약은 자색으로, 타원형이고, 약 

0.5 × 0.3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1 mm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

하고, 길이 0.8-1 mm이며,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

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장타원형 이며, 분과병은 길이 6-8 mm이다.  분과는 좁

은 장타원형이고, 0.6-0.8(-1) cm× 2-5 mm, 무모이다.  1차늑의 날개는 너

비 0.5-0.6 mm이며, 서로 비슷하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8-18개로, 늑간 아

래에 1-3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약간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9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아메리카 (알래 스카 남부). 

    한반도 분포: 평북, 평남, 황남, 강원.  해안가 근처 저지 대의 양지바른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Japan. Hokkaido, Toyotomi-cho, 

seashore, 9 Aug 2011, C.W. Park et al. 110809-1 (SNU); Hokkaido, 

Nemuro, 28 Jul 2015, H.J. Suh 3 (SNU); Hokkaido, Nemuro, 29 J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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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Suh 7-1, 7-2, 7-3 (SNU).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117 (SNU); 

Vladivostok, 25 Sep 2012, C.W. Park et al. 930 (SNU).  Kamchatka Krai: 

seashore of Bering Sea, sandy beach, 8 Aug 2014, H.J. Suh 1-1 (SNU); 8 

Aug 2014, H.J. Suh 1-2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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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Ligusticum hultenii Fernald 

[Van Dyke 238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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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gusticum tachiroei (Franch. & Sav.) M. Hiroe & Constance, Univ. Calif. Pu

bl. Bot. 30: 74, 1958.  Seseli tachiroei Franch. & Sav., Enum. Pl. Jap. 2: 

373, 1878.  Cnidium tachiroei (Franch. & Sav.) Makino, Bot. Mag. (Tokyo) 

20: 94, 1906.  Tilingia tachiroei (Franch. & Sav.) Kitag., Bot. Mag. (T

okyo) 51: 656, 1937.  Rupiphila tachiroei (Franch. & Sav.) Pimenov & 

Lavrova, Byull. Moskovsk. Obshch. Isp. Prir., Otd. Biol. 91(2): 97, 1

986.  Type: Japan. Honshu, “monte Asama yama, provinciae Kotske, 

insulae Nippon, ubi detexit Tachiro”, without date, Savatier 5790 

(holotype, P!—P02496406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Ligusticum koreanu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17: 154, 

1921.  Type: Korea. Jeju-do. “Hallaisan, in rupestribus, 2000 m s. m.”, 

Oct 1907, Taquet 108 (holotype, W [not seen]). 

Cnidium affine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Beih. 12: 451, 1922, 

nom. illeg. not C. A. Mey (1849).  Type: China. “Tschili: Hsiau Wu tai 

schan, felsige Abhänge oberhalb des Passes Hsien miao ling bei Li yi örl, 

2200 m”, without date, Limpricht 545 (holotype, [not cited]). 

Cnidium limprichtii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Beih. 12: 451, 

1922.  Tilingia limprichtii (H. Wolff) Leute, Ann. Naturhist. Mus. Wien 

74: 511, 1970.  Type: China. “Schanhsi: Felsen des Tschwang ling 

zwischen Yi ma ling und Ling tsiu, 1600 m”, without date, Limpricht 

637 (holotype, WU—WU0025962 [not seen]). 

Ligusticum elegans H. Wolff, Acto Horti Gothob. 2: 312, 1926.  Type: 

China. “Chili: Hsiao-wu-tai-shan, Yang-kia-p’ing, His-lin, 19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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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ato alpino”, 1 Sep 1921, Smith 1167 (lectotype, UPS [not seen], 

designated by Pimenov in Pimenov & Ostroumova, Umbelliferae of 

Russia 226, 2012; isolectytpes GB!—GB-0048814 [photo at GB! 

through the website of http://herbarium.emg.umu.se/standard_sear 

ch.html]). 

Carum bretschneidri H. Wolff, Pflanzenr. Pflanzenr. (Engler) Umbellif.-

Apioid.-Ammin.369, 1927.  Type: China. “ Peking ” , Jul 1905, 

Schindler 74a (syntype, BM!—BM000885476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 collection-specimens]); 

“Peking, Pa hua shan”, Jul 1905, Schindler 179, 500 (syntype, BM 

[not seen]); “Berge bei Tachiaosse”, without date, Moellendorff s.n. 

(syntype, [not located]). 

Carum seselifolium H. Wolff, Repert. Spec. Not. Regni Veg. 27: 303, 1930.  

Type: China. “ Shansi centralis: Chich-hsieh-Distr., Mien-shan, in 

rupibus muscosis umbrosis, ca 1500 m s.l.”, 3 Oct 1924, Smith 7827 

(lectotype, UPS [not seen], designated by Pimenov in Pimenov & 

Ostroumova, Umbelliferae of Russia 226, 2012; isolectotypes BM!—

BM000885461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collection-specimens], PE!—PE009355 

23, PE00935524 [photo at PE! through the website of http:// 

pe.ibcas.ac.cn/en/], S [not seen], TI [not seen]); “Shansi australis: 

Yuan-chu-Distr., Shui-wang-ping, in prato alpino harboso ca. 2400 m 

s.l.”, 24 Jul 1924, Smith 6531 (syntypes, BM!—BM000885462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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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UPS [not seen]). 

Cnidium filisectum Nakai & Kitag., Rep. First Sci. Exped. Manchoukuo 4

(4): 36, 1933.  Tilingia filisecta (Nakai & Kitag.) Nakai & Kitag., Bot. 

Mag. (Tokyo) 51: 657, 1937.  Ligusticum filisectum (Nakai & Kitag.) M. 

Hiroe, Umbelliferae Asia 105, 1958;  Ligusticum tachiroei var. filisectu

m (Nakai & Kitag.) S. Y. He & W. T. Fan, Fl. Hebeiensis 2: 272, 1988.  

Type: China. “In declivitate aprica montis prope Hsing-Jung”, 31 Aug 

1933, Nakai, Honda & Kitagawa s.n. (holotype, TI!). 

Cnidium wolffii M. Hiroe, Umbelliferae World 1325, 1979.  Type: Based on 

C. affine H. Wolff. 

국명: 개회향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10-40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암갈색이

며, 원주형이고, 지름 3-5 mm이다.  줄기는 진녹색으로, 기부가 자색을 띠며, 분지

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원통형으로, 지름 1-1.5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근생엽은 4-8장이며,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4.2-9 cm이다.  엽초는 진한 자녹색으로, 부풀지 않고, 좁은 삼각형이며, 0.8-1.4 

cm× 2-6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배축면에 세로로 줄이 있다.  근생엽의 엽

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며, 2.5-4.5 × 1.8-4.4 cm,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양면 모두 무모이며, 최종열편은 선형으로, 1.5-9 × 

약 0.2 mm, 예두이다.  경생엽은 3-5장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3.2-8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

고, 엽초는 부풀며, 0.7-3 cm× 3-6 mm이고, 배축면에 세로로 줄이 있으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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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건막질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고, 3.3-5.8 × 3-

8 c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으로, 1.5-7 × 약 0.2 mm이고, 예두이다.  최상부 경

생엽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난형이며, 깊게 3열 또는 우상심열하고, 1-2 × 

1-2.2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상부가 둥글

며, 지름 1.5-2.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5-8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5-10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고, 지름 6-8 mm이다.  화경은 길

이 1.5-2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하며, 소산경은 5-10개이고, 비

스듬히 서며, 길이 0.9-1.5(-4)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

포편은 1-4(-7)장이며, 대개 조락하고, 피침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3-1.8 cm × 0.5-1 mm, 점첨두, 평저이며, 잔털거치연이고,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길이 3-5 m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

총포편은 5-8장, 좁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4.5-7.5 × 약 0.2 mm, 예두, 

설저이고, 잔털거치연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약 

1 mm, 양성화는 지름 약 2 mm이며, 악편은 매우 작고, 피침형이며, 약 0.3 × 0.1 

mm이다.  화판은 분홍색을 띠는 백색 또는 백색이고, 장타원형이며, 0.5-1 × 

0.6-0.8 mm이다.  수술은 길이 1-1.5 mm이고, 약은 암자색으로, 타원형이며, 

0.5-0.6 × 약 0.5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5 mm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8-1 mm이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5-3.5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

원형이며, 1.6-4 × 1-2 mm, 무모이다.  1차늑의 날개는 너비 약 0.1 mm이고, 

서로 비슷하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며,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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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몽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평북, 평남,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고산 지대의 

바위틈.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23 Jul 1936, 

P.S. Toh s.n. (SNU 9924).   

    Korea.  Hambuk: Gyeongseong-gun, Jueul-eup, Gwanmo-bong, 19 Jun 

1936, P.S. Toh s.n. (SNU 9926); Gyeongseong-gun, Jueul-eup, 

Gwanmo-bong, 17 Jul 1936, P.S. Toh s.n. (SNU 9927).  Pyeongbuk: 

Yeongbyeon-gun, Myohyang-san, 20 Jul 1938, P.S. Toh & H.J. Shim s.n. 

(SNU 9929).  Gangwon: Gangreung-si, Okgye-myeon, Seokbyeong-san, 

alt. 1050 m, 13 Sep 2014, H.J. Suh 25, 26, 27 (SNU); Jeongseon-gun, 

Imgye-myeon, Imgye-ri, Seokbyeong-san, near the top of mountain, 31 

Aug 2017 H.J. Suh JS4-1, JS4-2 (SNU).  Gyeongnam: Hapcheon-gun, 

Gaya-myeon, Gaya-san, way to Baekun-bong to Chilbul-bong, near 

Jeonmangam-bong, beside iron stairs, 21 Sep 2014, K. Kim & H.K. Kim 

1867 (SNU); Hapcheon-gun, Gaya-myeon, Gaya-san, mountain ridge 

from Chilbul-bong to Sangwang-bong, crevices of rocks, 21 Sep 2014, K. 

Kim & H.K. Kim 1872 (SNU 100661); Hapcheon-gun, Gaya-myeon, 

Gaya-san, crevice of rocks, near Chilbul-bong, K. Kim & H.K. Kim 1870-

1 (SNU).  Jeonbuk: Muju-gun, Deokyu-san, near the top of Hyangjeok-

bong, 1 Oct 2010, K. Kim & H.K. Moon 326 (SNU).  Jeju: Seogwipo-si, 

Halla-san, near Seonjakjiwat, on crevices of rocks, sunny place, 13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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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S. Kim & K. Kim 1386, 1389 (SNU); Seogwipo-si, Halla-san, 

near Seonjakjiwat, on crevices of rocks, sunny place, 22 Sep 2013, C.S. 

Kim & K. Kim 1453, 1454 (SNU); 17 Jul 1935, P.S. Toh s.n. (SNU 9925, 

9928, 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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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Ligusticum tachiroei 

(Franch. & Sav.) M. Hiroe & Constance [Savatier 579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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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gusticum tsusimense Y. Yabe, Bot. Mag. (Tokyo) 18: 30, 1904.  Osteric

um tsusimense (Y. Yabe) Kitag., J. Jap. Bot. 27: 203, 1952.  Pimpinella 

tsusimense (Y. Yabe) M. Hiroe & Constance, Univ. Calif. Publ. Bot. 30: 

41, 1958.  Tilingia tsusimensis (Y. Yabe) Kitag., J. Jap. Bot. 40: 134, 

1965.  Type: Japan. Kyushu, Tsuhima, “Hab. circa Izuhara”, without 

date, Yabe & Hirata s.n. (holotype, [not located]). 

Tilingia nakaiana Kitag., J. Jap. Bot. 43: 186, 1968.  Type: Korea. “Prov. 

Tyû-hoku: in mt. Zokuri-zan”, 12 Aug 1934, Nakai 15091 (holotype, 

TI!). 

국명: 대마참나물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25-48 c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고, 속생

한다.  지하경은 암갈색이며, 지름 2-5 mm이다.  줄기는 진녹색으로, 기부가 자

색을 띠고,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원통형으로, 지름 1-4 mm, 세

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

유가 있다.  근생엽은 1-3장이며, 1회 3출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5-

16 cm, 무모이고,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엽초는 녹색으로, 부풀지 않고, 

좁은 삼각형 내지 원주형이며, 0.8-3.3 cm× 2-4 mm이고, 배축면에 세로로 줄

이 있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오각형이며, 3.2-8 × 3.8-

14 cm, 아혁질이고, 상면은 진녹색으로, 엽맥과 가장자리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

며, 하면은 연녹색으로, 무모이다.  중앙소엽은 능형 내지 좁은 능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얕게 내지 깊게 3열하며, 5-7 × 2.5-3.7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

저이고,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예거치연 또는 둔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이고, 불균등하게 2열하며, 3-7 × 2.5-3 cm, 선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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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부는 설저이고,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예거치연 또는 둔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경생엽은 4 또는 5장이고, 1회 3출복엽이며,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

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5.5-12.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며, 엽초는 부풀지 않고, 좁은 삼각형이며, 1.2-2 cm × 3-4 mm

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3-9 × 4.8-13.5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며, 

깊게 3열하고, 1.5-4 × 2-5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상부가 둥글며, 지름 1.5-2.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5-8개

의 웅성화가 중앙에, 8-10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고, 간혹 주변부에 자성화

가 달리며, 지름 5-7 mm이다.  화경은 길이 2-3.5 cm이고, 무모이거나 선단부

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은 8-12 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

이 0.7-1.4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1장

이거나 없으며, 대개 조락한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2-5 mm이며, 향축

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4 또는 5장, 좁은 피침형 내지 선상 피침

형이며, 갈리지 않고, 3-6 × 약 0.5 mm, 예두, 좁은 설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약 1.5 mm, 양성화는 지름 1.5-2 mm이다.  

악편은 매우 작으며, 삼각형으로, 0.2-0.3 × 약 0.1 mm이고, 화판은 백색이며, 배

축면이 자색을 띠고, 도란형이며, 0.7-0.8 × 약 0.5 mm이다.  수술은 길이 1.5-2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길이 약 0.4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5 mm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며, 길이 1.8-2 mm이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암갈색이며, 아구형 내지 광난

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2-3 mm이다.  분과는 장타원상 난형이며, 2.5-3.5 × 

1.5-2.5 mm, 무모이다.  1차늑의 날개는 서로 너비가 다르고, 배늑의 날개는 너

비 약 0.2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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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7개로, 늑간 아래에 3개씩, 접합면에 4 또는 5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 내지 넓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일본, 한국. 

    한반도 분포: 강원 (석병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산지의 개활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Chungbuk. Youngdong-gun, 

Yonghwa-myeon, Mt. Minjuji, J. H. Park s.n. Sep 2014 (SNU).  

 Gyeongnam: Hapcheon-gun, Gaya-myeon, Mt. Gaya, near the top of  Mt. 

Gaya, rocky and sunny place, alt. 1400 m, K. Kim and H.K. Kim 141401, 

141402, 141403, 141403 (SNU); near Sangwang-bong, alt. 1400, rocky 

place, K. Kim and H.K. Kim 141411, 141415. 

 

23. Oenanthe L., Sp. Pl. 254, 1753. 

Type: O. fistulosa L. 

국명: 미나리속 

    다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총생하는 수염뿌리 또는 [방추형 내

지 장타원형의 괴근]이며, 흔히 줄기의 하부 마디에 달린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

스듬히 서거나 또는 복와성이고, 분지하거나 [분지하지 않으며], 각이 지고, 가늘거

나 비후되며, 흔히 다육질이고, 세로로 얕은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거나 

[간혹 표면에 털이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

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1-[4]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형태가 같거나 [다르고], 소엽은 피침형,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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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난형, 능상 난형 또는 [선형]이며, 예거치연이거나 [우상천열 내지 우상심열한

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거나 잎과 대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8-

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잡성으로 양성화가 중앙에, 웅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 또는 양성이다.  화경은 평활하거나 표면에 돌기가 산생하며, [간혹 흔적적이

고], 소산경은 4-30개이며,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서로 길이가 다르거나 

거의 같다.  총포편은 대개 없거나 1장이며, [간혹 9장까지 달린다]. 소화경은 옆으

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방사상칭 또는 [약간 좌우상칭]이고, 악편은 뚜렷하며, 결실기에 커진다.  화판은 

백색 또는 [연분홍색]이고,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어 요 두처럼 보이고, 

설저이며, [간혹 소산형화서 가장자리의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커진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직립하거나 비

스듬히 서며, [간혹 결실기에 반곡하고], 화주판보다 길며,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

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타원형, [난형 또는 아구형]이고, 분과병은 흔적적이다.  

분과는 배면 또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무모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둔하고, 두꺼우며, 코르크질이고, 날개는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

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

색 체 수 x = 10, 11. 

    분류군 수: 35-40종 (한반도 1종). 

    분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1. Oenanthe javanica (Blume) DC., Prodr. 4: 138, 1830. Sium javanicum Blu

me, Bijdr. Fl. Ned. Ind. 881, 1826.  Falcaria javanica (Blume) DC., Prod

r. 4: 110, 1830.  Dasyloma javanicum (Blume) Miq., Fl. Ned. I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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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1, 1856.  Oenanthe stolonifera (Roxb.) DC. var. javanica (Blume) 

Kuntze, Revis. Gen. Pl. 1: 269, 1891.  Phellandrium stoloniferum Roxb., 

Hort. Bengal. 21, 1814.  Oenanthe stolonifera (Roxb.) DC., Prodr. 4: 13

8, 1830.  Oenenahte javanica subsp. stolonifera (Roxb.) Murata, Acta P

hytotax. Geobot. 25: 105, 1973.  Type: Indonesia. “Java, Zippelius”, 

without date and collector (syntypes, L!—L000836, L000837, L000838 

[photo at L!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In paludosis Javae ubi dicitur Tespong awa Barat, Tespong 

awa Barat, Tesopong [Java Tespong]”, without date, Blume s.n. (lecto 

type, L!—L0008364,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76, 

2017 [photo at L!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 

org/advancedSearch]; isolectotypes K [not seen], L!—L0008363, 

L0008365, L0008370, L0008372 [photo at L!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NY! [photo at NY!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Sium laciniatum Blume, Bijdr. Fl. Ned. Ind. 881, 1826.  Falcaria laciniata 

(Blume) DC., Prodr. 4: 110, 1830.  Dasyloma laciniatum (Blume) Mi

q., Fl. Ned. Ind. 1(1): 741, 1856.  Type: Indonesia. “In paludosis 

Tjisere provinciae Bataviae [Java]”, without date, Blume s.n. (lectotype, 

L, L0008373,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76, 2017 

[not seen]; isolectotypes, K [not seen], L [not seen]). 

Oenanthe stolonifera DC., Prodr. 4: 138, 1830.  Oenanthe javanica subsp. 

stolonifera (DC.) Murata, Acto Phytotax. Geobot. 25(4-6): 105, 1973.  

Type: India. “Silhet Bengali orientale [Cherrapungee et Silhet]”,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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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Wallich 585 (lectotype, G-DC,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76, 2017 [not seen]; isolecotypes, CAL [not seen], 

E!—E00041853, E00041854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elmer.rbge.org.uk/bgbase/vherb/bgbasevherb.php], K!—K001111 

342, K001111343, K001111345, K000681329, LE [not seen]). 

Dasyloma latifolium Lindl. in Royle, Ill. Bot. Himal. Mts. 232, 1835.  Type: 

India. “Choor Mountain.”, without date, Royle s.n. (lectotype, K,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76, 2017 [not seen]; 

isolectotype, LE [not seen]). 

Oenanthe corticata Edgew., Trans. Linn. Soc. London 20(1): 53, 1846.  

Dasyloma corticatum (Edgew.) Miq., Fl. Ned. Ind. 1(1): 742, 1855.  

Oenanthe stolonifera var. corticata (Edgew.) C. B. Clarke in Hooker f., 

Fl. Brit. India 2: 696, 1879.  Type: India. “Indiâ Boreali-Occidentali, 

rivulis stagnisque. Prov. Sirhind, Radaur”, in 1844, Edgeworth 169 

(holotype, K!—K000681326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Cyssopetalum javanicum Zoll. ex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22(3): 26, 1849.  Type: Indonesia. “Java [Plantae javanicae a 

cl. Zollinger lectae]”, without date, Zollinger 2588 (syntypes, KW [not 

seen], M [not seen]). 

Dasyloma japonic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59, 1867.  O

enanthe stolonifera var. japonica (Miq.) Maxim. ex Franch. & Sav., Enu

m. Pl. Jap. 1: 185, 1873.  Oenanthe japonica (Miq.) Drude in Engl. & Pran

tl, Nat. Pflanzenfam. 3(8): 204, 1898.  Oenanthe javanica var.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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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q.) Honda, Nom. Pl. Jap. 250, 511, 1939.  Dasyloma subbipinnat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59, 1867.  Oenanthe subbi

pinnata (Miq.) Drude in Engl. & Prantl, Nat. Pflanzenfam. 3(8): 204, 1

8 9 8 .   Type: Japan. “Prope Nangasaki”, without date, Oldham 296 

(holotype, [not located]). 

Dasyloma subbipinnat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59, 1867.  

Oenanthe subbipinnata (Miq.) Drude, Nat. Pflanzenfam. (Engler & Prantl) 

3(8): 204, 1898.  Type: Japan. “Legerunt Keiske, Textor et Mohnike, 

probabiliter in Nippon”, without date, Col? (not seen).  

Oenanthe stolonifera var. khasiana C. B. Clarke in Hooker f., Fl. Brit. India 

2: 696, 1879.  Type: India. “Khasia Mts., near Moflong, al. 6000 ft.”, 

without date, Hooker & Thompson s.n. (holotype, CAL [not seen]). 

Oenanthe schlechteri H. Wolff, Nachtr. Fl. Schutzgeb. Südsee (Schumannn 

& Lauterbach) 333, 1905.  Type: Papua New Guinea. “New Guinea, 

Schumann River”, without date, Schlechter 13821 (not located). 

Oenanthe decumbens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30, fig. VII, 1916, nom. illeg.  Type: Not cited. 

Oenanthe kudoi Suzuki & Yamam., Trans. Nat. Hist. Soc. Formosa 22: 40

8, 1932.  Type: China. “[Taiwan] In monte Taihei”, 17 Jul 1929, Suzuki 

1066 (holotype? [not located]). 

Subsp. javanica 

국명: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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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키 30-85 cm이며, 뿌리는 수염뿌리이고, 가늘다.  줄기는 복와성이

며, 상부가 비스듬히 서거나 직립하고, 녹색이며, 다수 분지하고, 지름 3-6 mm, 

무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장이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든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8.5-11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 져 엽초

만 남으며,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삼각형 내지 장타원형이고, 2.5-4 cm× 0.6-

1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부풀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녹

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 또는 능형이고, 10.2-14.3 × 10.5-15.4 cm, 

양면 모두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피침형, 좁은 난형 또는 능상 난형이며, 3-

4.5 × 1.4-1.6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가장자리는 예거치연이고, 소엽병

은 길이 0.6-1.7 cm, 무모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2.3-3.3 × 1-

1.4 cm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최상부 경생엽은 1 또는 2회 우상중열하며, 

1.1-3.2 × 0.8-2.3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거

나 잎과 대생하며, 상부가 둥글고, 지름 4-7.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10-16개의 양성화가 중앙에, 4-6개의 웅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양성 또는 

웅성이고, 지름 1-1.5 cm이다.  화경은 길이 4.3-11.5 cm으로, 세로로 홈이 지며, 

무모이거나 능선을 따라 돌기가 산생하고, 소산경은 (6-)8-16(-20)개이며, 비

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길이 0.8-1.8 cm이며, 서로 길이가 다르거나 거

의 같고, 세로로 홈이 지며, 능선을 따라 돌기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1장

이고,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0.3-1 cm× 약 0.2 mm, 예두, 설저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고, 길이 2-5 mm이며, 소총포편은 2-8(-10)장, 선형 내

지 실 모양이고, 갈리지 않으며, 3-5 × 0.3-0.5 mm, 예두, 설저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지름 1.5-2 mm이며, 악편은 좁은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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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고, 약 0.5 × 0.1-0.2 mm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0.8-1 × 0.6-0.9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2-2.6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

형이며, 약 0.4 × 0.3 mm이다.  화주판은 무모이고, 화주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길이 0.6-0.7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장

타원형 내지 타원형 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2-2.5 × 1.5-2 mm이다.  1차늑은 너비 약 0.1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염색

체 수 2n = 42. 

    개화기: 6-8월.           결실기: 8-9월. 

    분포: 인도네시아 (자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한반도 분포: 전도.  저지대의 습지 또는 얕은 물 속; 흔히 재배. 

    Murata (1973)는 잎이 선형이고, 전연인 특징을 갖는 개체들을 subsp. 

linearis (Wall. ex DC.) Murata로 인식 하였으며, Pu (1998)는 소산경의 길이가 

다르고, 소총포 편이 피침형이며, 분열과가 난형인 특징을 갖는 개체들을 subsp. 

rosthornii (Diels) F. T. Pu로 처리한 바 있다.  한반도에는 subsp. javanica (미

나리)만 분포한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15 Aug 1947, 

P.S. Toh s.n. (SNU 9899); 17 Jul 1930, Col? (SNU 9909, 9910); 10 Aug 

Year?, Col? (SNU 9911).   

    Japan.  Honshu, Tokyo, Aug 1912, Col? (SNU 9908).   

    Korea.  Gangwon: Dohwa-san, 18 Aug 1983, H.C. Shin s.n. (SNU 57446, 

57447); Gangreung-si, Okgye-myeon,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4 (SNU [4 sheets]).  Gyeonggi: Gapyeong-gun, Sang-myeon, 



300 
 

 

Sangdong-ri, Jugeum-san, 29 Jul 1981, Y.H. Chung s.n. (SNU 54881, 

54882); Gapyeong-gun, Sang-myeon, Sangdong-ri, Jugeum-san, 28 Jul 

1984, J.H. Kim s.n. (SNU 40485, 60486); Gwangju-si, Toechon-myeon, 

Usan-ri, Aengja-bong, 7 Aug 1987, E.J. Lee & K.J. Kim s.n. (SNU 

62855); Gapyeong-gun, Ha-myeon, beside Chojong stream, 1 Aug 1992, 

J.H. Mun 241 (SNU);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paddy 

field, alt. 300 m, 11 Aug 1995, H. Roh 473 (SNU 84422).  Incheon: 

Ganghwa-gun, Gilsang-myeon, Choji-ri, Y.M. Kang s.n. (SNU 44350); 

Ganghwa-gun, Naega-myeon, Ganghwa-do, Oipo-ri, 5 Aug 1969, Y.M. 

Kang s.n. (SNU 44352, 44354); Ganghwa-gun, Hwado-myeon, 12 Aug 

1969, Y.M. Kang s.n. (SNU 44351, 44353); Ganghwa-gun, Hwado-myeon, 

Sagi-ri, 12 Aug 1969, Y.M. Kang s.n. (SNU 44349); Ongjin-gun, 

Baekryeong-myeon, Baekryeong-do, Bukpo-ri,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Baekryeong High School, 23 Aug 2016, K. Kim & T.Y. Choi 544-1, 

544-2 (SNU).  Chungbuk: Jecheon-si, Hansu-myeon, Worak-san, 

entrance of Wolgwang waterfall, 23 Oct 1988, J.H. Lee s.n. (SNU 68063).  

Chungnam: Taean-gun, Sowon-myeon, Mohang-ri, Manripo, 13 Aug 1981, 

Y.H. Chung s.n. (SNU 54878, 54879).  Gyeongbuk: Uljin-gun, Buk-myeon, 

Bugu-ri, 27 Jul 1980, Y.H. Chung s.n. (SNU 51842, 51843); Uljin-gun, 

Buk-myeon, Bugu-ri, 30 Jun 1981, Y.H. Chung s.n. (SNU 54875); 

Ulleung-gun, Ulleung-eup, Dodong-ri, Ulleung-do, 19 Jul 1937, P.S. Toh 

& H.J. Shim s.n. (SNU 9900, 9904); Ulleung-gun, Ulleung-do, 22 Aug 

1947 P.S. Toh & H.J. Shim s.n. (SNU 9901, 9902, 9903, 9905, 9906, 

9907);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29 Aug 1993,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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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n. (SNU 78533, 78581, 78815).  Gyeongnam: Changnyeong-gun, 

Ibang-myeon, edge of Mokpo Wetland, Aug 2014, J.H. Park s.n. (SNU).  

Jeonbuk: Jeonju-si, Deokjin-gu, Deokjin-dong, Osong villag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orest, 16 Aug 2005, M. Kim 5142 (SNU 

108982).  Jeonnam: Yeonggwang-gun, Hongnong-eup, Gyema-ri, 23 Aug 

1981, Y.H. Chung s.n. (SNU 54876); Sancheong-gun, Jiri-san, 25 Jul 

1932, P.S. Toh s.n. (SNU 9897); Haenam-gun, Samsan-myeon, Duryun-

san, 24 Jul 1993, H.K. Yi s.n. (SNU 77832).  Jeju: Jeju-si, Aewol-eup, 

Yongheung-ri, Eouksaemi swamp, alt. 93 m, 23 Jul 2012, M.O. Moon & D.H. 

Kang 3903 (SNU); Jeju-si, Hangyeong-myeon, Panpo-ri, 7 Aug 2012, 

M.O. Moon & D.H. Kang 3977 (SNU); Jeju-si, Hangyeong-myeon, Dumo 

reservoir, 14 Aug 2012, M.O. Moon & D.H. Kang 4058 (SNU).  

 

24. Pimpinella L., Sp. Pl. 263, 1753. 

Type: P. saxifraga L. 

Pimpinella sect. Spuriopimpinella H. Boissieu, Bull. Soc. Bot. France 53: 42

8, 1906.  Spuriopimpinella (H. Boissieu) Kitag., J. Jap. Bot. 17: 558, 194

1.  Type: S. calycina (Maxim.) Kitag. 

국명: 참나물속 

    다년생, [드물게 이년생 또는 일년생] 초본으로, [간혹 기부가 목질화되며], 수

염뿌리 또는 원뿌리를 가진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거나 또는 복와성

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표면에 세로로 줄 또는 홈이 있고, 무모이 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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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털이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

하고, 호생하며, 1-[3]회 3출 복엽, [1-3회 우상복엽 또는 단엽이고, 경생엽은 흔

히 이형성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소엽은 결각되

거나 우상심열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성긴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2개-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신장되고, 소산경은 2-30개,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총포편은 대개 없거나 간혹 1-[6]개이고, 전연 또는 [거치연]

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고, 소총포편은 1-8[-

10]장이거나, [간혹 없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며, 대개 방사상칭이다.  악편은 

뚜렷하거나 [흔적적이고], 화판은 백색, [분홍색 또는 자색]이며, 광난형이고, 선단

부가 안으로 굽으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

거나 보다 길고, 화주판은 원추형이거나 [드물게 납작하며], 화주는 반곡하고, 웅성

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아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분과

병은 기부 또는 [중앙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 내지 반구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고,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곧거나 굽은 

털이 있다].  1차늑은 뚜렷하면서, 실 모양이거나 [흔적적이다]. 유관은 6-28개로, 

늑간 아래에 1-[5]개씩, 접합면에 2-8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또는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거나 간혹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8, 9, 10, 11. 

    분류군 수: 약 150종 (한반도 5종). 

    분포: 아프리카, 유라시아. 

<한반도산 참나물속의 검색표> 

1. 식물체는 키 50 cm 이하이다.  근생엽은 숙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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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 hallaisanensis  한라참나물 

1. 식물체는 키 50 cm 이상이다.  근생엽은 개화 시 시든다. 

2. 소엽은 난형이고, 선단은 예두이다 ······························· 1. P. brachycarpa 

2. 소엽은 좁은 난형 또는 장타원상 난형이고, 선단은 점첨두이다. 

3. 총포편은 없다.  분과는 좁은 난형 또는 난형이고, 2-2.5 × 1.2-2 mm이

다. 

4. 하부 경생엽의 소엽은 우상중열 내지 우상심열한다.  분과는 난형이다 

····························································· 4. P. koreana  가는참나물 

4. 하부 경생엽의 소엽은 가장자리에 둔거치 또는 예거치가 있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다 ······················· 2. P. komarovii  노루참나물 

3. 총포편은 3-5장이며, 선형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5-5.8 × 

약 2 mm이다 ··········································· 5. P. calycina  큰산참나물 

1.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J. Coll. Sci. Imp. Univ. Tokyo 26(1): 

261, 1909.  Pimpinella calycina Maxim. var. brachycarpa Kom., Trud

y Imp. S.-Peterburgsk. Bot. Sada 25: 145, 1907.  Spuriopimpinella bra

chycarpa (Kom.) Kitag., J. Jap. Bot. 17: 559, 1941.  Aegopodium brach

ycarpum (Kom.) Schischk., Fl. URSS 16: 457, 1950.  Type: Korea. 

“Syntypi plures: Via inter Niigata et Omoso, trajectum Santa-Alin”, 24 

Jul 1896, Komarov 1168 (syntypes, FI [not seen], K!—K000685535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 

tor.do, LE [not seen]); “I-sche-sun-che”, 4 Aug 1896, Komarov 1168 

(syntype, LE [not seen]); “Loe-lin, Korea septentri onalis, ad fl. Jalu, 

ad mont Ilan-jen, pr. Nareni-jun”, 6 Jun 1897, Komarov s.n. (sy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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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not seen]); “Seselin-Korani; Czatep-uen”, without date, Komarov 

s.n. (syntype, LE?); “In silvis ad trajectum Peksan-ien, via ab oppido 

Sam-su ad fl. Czan-dschin-gan”, 5 Aug 1897, Komarov s.n. (syntype, 

LE [not seen]); “vall. Jalu, pag. Schi-cy-da-gon; Undon-ien”, 

Komarov s.n. (syntype, LE?); “fl. Jalu, prope pag. Pantentzi-gou; Pp-

pen”. Komarov s.n. (syntype, LE?).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30-50(-85) cm이다.  뿌

리는 수염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진녹색이고, 기부가 암자색을 띠며, 분지

하지 않거 나 분지하고, 원통형이며, 지름 2-6 mm이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

이거나 표면에 단모가 산생하고, 세로로 줄이 있다.  근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

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간혹 숙존한다.  경생엽은 3-8장이며, 1 또는 2회 3 출

복엽이고, 엽병은 길이 3.5-8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무모

이거나 간혹 표면에 단모가 산생하며,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장타원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고, 1.5-2.5 cm × 5-6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고, 13.2-20.3 × 

14.5-18.4 cm, 상면은 진녹색으로, 무모이며, 하면은 녹색으로, 다소 광택이 나고, 

전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중앙소엽은 타원상 난형 내지 능상 난형이며, 

4.5-9 × 3.4-6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또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치아상 

거치연 또는 둔거치연이거나 우상으로 갈리며, 소엽병은 길이 0.5-1.4 cm이다.  

측소엽은 타원형 내지 난형이고, 4-7 × 1.2-3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

형이며, 1 또는 2회 3출하고, 1-1.8 × 1-2.2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

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2.3-5.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6-

12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5-8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이며,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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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cm이다.  화경은 길이 6-13.5 cm으로, 선단부에 단모가 밀생하고, 소

산경은 6-14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2-4.5 mm이며, 향축면에 단모가 산

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드물게 1-3장이고, 있는 경우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길이 0.5-1.3 cm, 예두이다.  소화경은 길이 2-4 m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

가 밀생하고, 소총포편은 2-6(-8)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2-5 × 약 0.1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웅성화는 

지름 1.6-1.8 mm, 양성화는 지름 1.8-2.2 mm이다.  악편은 피침형 내지 좁

은 삼각형이고, 0.3-0.5 × 약 0.2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0.7-1 × 

0.5-0.6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3-1.6 mm이고, 약은 황색 내지 연황색

으로, 아구형이며, 약 0.4 × 0.3 mm이고,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길이 1-

1.2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이고, 난형 내지 아구형이며, 분과병은 길

이 1.8-2.3 mm이고,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반구형이며, 2-2.5 × 1.5-2 

mm, 무모이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 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2-

22개로, 늑간 아래에 2-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변종의 검색표> 

1. 경생엽의 소엽은 가장자리가 우상으로 갈리지 않으며, 치아상 거치연 또는 둔거

치연이다 ······················································· 1a. var. brachycarpa  참나물 

1. 경생엽의 소엽은 가장자리가 우상중열 내지 우상심열 한다 ·····························

································································ 1b. var. uchiyamana 그늘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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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var. brachycarpa 

국명: 참나물 

    경생엽의 소엽은 가장자리가 우상으로 갈리지 않으며, 치아상 거치연 또는 둔거

치연이고, 선단은 예두이며, 정생소엽은 난형 또는 능상 난형이고, 5-8 × 4-6 

cm이다. 

    개화기: 6-8월.          결실기: 7-9월. 

    분포: 극동 러시아,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 및 구릉지의 숲 속.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Japan. Hirosima, 23 Jul 1985, W. Lee 

& K. Oh 001408 (KWNU); Hirosima, 23 Jul 1985, Lee and Oh 001409 

(KWNU).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Gyebang-san, 25 Sep 1998, Kim 

59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26 Oct 2009, K. 

Kim 42, 43, 45, 50–59, 62, 65–69, 71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Sohwangbyeong-san, 24 Aug 

2014, K. Kim 1900 (SNU); Hongcheon-gun, Duchon-myeon, 

Cheonhyeon-ri, Gari-san, 2 Oct 1972, Lee 0014042 (KWNU); 

Chuncheon-si, Dongnae-myeon, Goeun-ri, Daeryong-san, 10 Aug 1975, 

Lee 0014030 (KWNU); Hoengseong-gun, Dunnae-myeon, Hwadong-ri, 

Taegi-san, date? Lee 0014032 (KWNU); Chuncheon-si, Dongnae-myeon, 

Goeun-ri, Daeryong-san, 13 Aug 1975, Lee 0014029 (KWNU); 

Hongcheon-gun, Dong-myeon, Gongjak-san, 4 Sep 1977, Lee 00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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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NU); Pyeongchang-gun, Baekdeok-san, 15 Sep 1986, Lee 0014052 

(KWNU); Inje-gun, Girin-myeon, Hyeon-ri, Gachil-bong, 27 Sep 1987, 

Lee 0014055 (KWNU); Jeongseon-gun, Nam-myeon, Mugok-ri, 24 Sep 

2000, Lee 0028308 (KWNU); Yeongwol-gun, Yeongwol-eup, Jeop-san, 

23 Sep 2001, Lee 0053778 (KWNU); Chuncheon-si, Sindong-myeon, 

Geumbyeong-san, date?, Lee 0014044 (KWNU); Taebaek-si, Myeon-san, 

19 Aug 1990, S.H. Oh s.n. (SNU 74149);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Balwang-san, 1 Aug 1990, Paik 001462 

(KW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23 Jul 1998, Park 

et al. 10398 (SNU); Pyeongchang-gun, Noin-bong, 24 Aug 1998, C.W. 

Park et al. 11106 (SNU); Pyeongchang-gun, Noin-bong, 24 Aug 1998, 

C.W. Park et al. 10488-1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Dongdae-san, date? Park et al. 10458-1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Dongpi-gol, 12 Sep 1998, Park et al. 10744-1 

(SNU); Gangreung-si, Seokbyeong-san, 1 Jun 2002, C.W. Park et al. 409 

(SNU); Yeongwol-gun, Yeongwol-eup, Taehwa-san, 10 Sep 1983, Shin 

57444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3 Aug 1996, Song 

00185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3 Aug 1996, Song 

00231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20 Aug 1996, Song 

00232, 00233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5 Oct 1996, 

Song 00269 (SNU); Gan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alt. 950 m, 13 Sep 2014, H.J. Suh 3, 4 (SNU); 

Donghae-si, Samhwa-dong, 8 Oct 1993, Yeon 77660 (SNU); Taebaek-si, 

Daedeok-san, Geumdae-bong, 29 Aug 2003, Yoo 0000761 (KW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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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eon-gun, Nae-myeon, Gwangwon-ri, Gachil-bong, 5 Aug 2004, 

Yoo 02878 (KW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27 Aug 

2005, Yoo 058535 (KWNU); Chuncheon-si, Buksan-myeon, Bugwi-ri, 

Bonghwa-san, 19 Aug 2006, Yoo 061696 (KW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Neungyeong-san, 23 Sep 2006, Yoo 0061694 

(KWNU); 21 Sep 2008, Yoo 070286 (KWNU); Pyeongchang-gun, 

Gyebang-san, date? Yoo et al. 71780 (KWNU); Chuncheon-si, Sabuk-

myeon, Yonghwa-san, Yoon 0014038 (KWNU).  Gyeonggi: Namyangju-si, 

Jinjeob-eup, Gwangreung, Jang 0014067 (KWNU); Dongducheon-si, 

Soyo-san, 12 Aug 1990, Cha s.n. (SNU 73519); Namyangju-si, Hwado-

eup, Cheonma-san, 21 Sep 1987, Hyun s.n.  (SNU 72538); Gapyeong-

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16 Aug 1996, Kim 00305 (SNU);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5 Oct 1996, Kim 

436 (SNU);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17 Aug 2010, K. 

Kim 168, 170, 171, 172, 173, 181, 183, 186, 187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3 Sep 2010, K. Kim 204–227, 230, 231, 232, 

233, 236, 237, 238, 239, 241, 243, 244, 245, 247, 248, 249, 251 (SNU); 

Yangpyeong-gun, Yongmun-myeon, Sinjum-ri, Yongmun-san, 8 Oct 

2010, K. Kim 356–366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29 Sep 1990, Lee s.n. (SNU 72647, 73245); Gapyeong-gun, Ha-myeon, 

Myeongji-san, 9 Sep 1995, H. Roh s.n. (SNU 84233); Pocheon-eup, 

Shinyeup-ri, 20 Sep 1997, Yoo 268, (SNU 87911).  Seoul: Gwanak-gu, 

Sillim-dong, Gwanak-san, 10 Oct 2005, Lee s.n. (SNU 86086);.  



309 
 

 

Chungbuk: Yeongju-si, Punggi-eup, Sobaek-san, 3 Oct 1998, Kim s.n. 

(SNU 90267); Yeongdong-gun, Yonghwa-myeon, Minjuji-san, 21 Oct 

2010, K. Kim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SNU).  Gyeongbuk: 

Moongyeong-si, Moongyeong-eup, Juheul-san, 23 Jul 1987, Kim s.n. 

(SNU 65216, 65217); Yeongju-si, Punggi-eup, Sucheol-ri, Sobaek-san, 

29 Sep 2010, K. Kim 297, 297-1, 298–310 (SNU) ; Sangju-si, Hwabuk-

myeon, Songni-san, 3 Sep 2006, M. Kim 6515 (SNU 101495); Jecheon-si, 

Hansu-myeon, Hwanghak-san, Park s.n. (SNU 77865).  Jeonbuk: Muju-

gun, Sulchon-myeon, Samgong-ri, Deokyu-san, 1 Oct 2010, K. Kim 329–

351 (SNU); Muju-gun, Minjuji-san, 11 Aug 1976, Lee 0014034 (KWNU).  

Jeonnam: Sancheong-gun, Jiri-san, 25 Sep 1990, Kim s.n. (SNU 73182); 

Sancheong-gun, Jiri-san, 12 Oct 2009, K. Kim 13, 14, 16, 17, 18, 19, 20, 

22, 23, 24, 26, 27, 28, 29, 30, 31, 32, 34, 35, 37, 38, 39 (SNU). Jeju: 

Seogwipo-si, Bomok-dong, Jejigi oreum, 23 Oct 2007, Kang et al. 25007 

(WTFRC); Jeju-si, Jocheon-eup, Gyorae-ri, Sangumburi, 18 Nov 2009, 

K. Kim 84–94 (SNU); Jeju-si, Aewol-eup, Sogil-ri, near Guetmul oreum, 

12 Sep 2010, K. Kim 252, 253, 256–270, 270-1, 271–281 (SNU); 

Seogwipo-si, Namwon-eup, Sumang-ri, Mulyeongari oreum, 18 Nov 

2009, K. Kim 95–100 (SNU); Jeju-si, Bonggae-dong, Muljangol oreum, 

24 Aug 2006, Kim et al. 22847 (WTFRC [3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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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Komarov 116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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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var. uchiyamana (Y. Yabe ex Nakai) W. T. Lee & G. J. Jang, Lin. Fl. K

oreae 805, 1996.  Pimpinella koreana Nakai var. uchiyamana Y. Yabe e

x Nakai, J. Coll. Sci. Imp. Univ. Tokyo 26(1): 262, 1909.  Spuriopi

mpinella koreana (Nakai) Kitag. var. uchiyamana (Y. Yabe ex Nakai) Ki

tag., J. Jap. Bot. 17: 560, 1941.  Spuriopimpinella nikoensis (Y. Yabe ex 

Makino & Nemoto) Kitag. f. uchiyamana (Y. Yabe ex Nakai) M. Park, Ke

ys Herb. Pl. Korea (Dicot.) 307, 1974.  Type: Korea. “Kyöng-geui: 

monte Nam-san”, 1 Sep 1902, Uchiyama s.n. (holotype, TI!). 

국명: 그늘참나물 

    경생엽의 소엽은 가장자리가 우상중열 내지 우상심열하고, 선단은 점첨두이

며, 정생소엽은 좁은 난형이고, 6.5-10 × 5.4-8.5 cm이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 및 구릉지의 그늘진 곳.  고유변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26 Oct 2009, K. Kim 61, 70 (SNU);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4 Jul 1998, Park et al. s.n. 

(SNU 10319);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Song 00234 (SNU).  

Jeonnam: Sancheong-gun, Jiri-san, 12 Oct 2009, K. Kim 33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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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Pimpinella brachycarpa var. 

uchiyamana Y. Yabe ex Nakai [Uchiyamana s.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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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mpinella komarovii (Kitag.) R. H. Shan & F. T. Pu, Fl. Reipubl. 

Popularis Sin. 55(2): 111, 1985.  Spuriopimpinella komarovii Kitag., J. 

Jap. Bot. 17: 560, 1941.  Type: Korea. “Prov. Kan-nam: in monte 

Unzen-rei”, 16 Aug 1935, Nakai 15608 (neotype, TI!,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225, 2017). 

국명: 노루참나물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0.8-1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

며, 방추형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진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3.5-6 m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표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근

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개화 시 시든다.  경생엽은 4-6장이고, 1 또는 2

회 3출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3.5-13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엽초는 녹색으로, 장타원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며, 1-

1.4 × 1.6-2 cm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

이고,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며, 12-18 × 18.6-25.8 cm, 상면

은 무모이고, 하면은 맥 위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다.  중앙소엽은 좁은 능형 또

는 능상 난형이며, 3열하고, 4.3-9.5 × 3-6.8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

이며, 가장자리는 둔거치연 또는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0.6-1.8 cm이다.  

측소엽은 난형이며, 간혹 2 또는 3열하고, 3.6-7.3 × 2.2-5 cm이다.  최상부 경

생엽은 삼각상 난형이며, 3열하고, 1.2-2 × 1.3-2.3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3.5-4.8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4-

8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4-6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다.  화경은 길

이 2.7-10 cm, 무모이며, 소산경은 9-14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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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무모이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0.5-1.8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1-3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1-2.5 × 0.2-0.3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웅성화는 

지름 약 1.5 mm, 양성화는 지름 1.5-2 mm이다.  악편은 피침형이고, 0.3-0.4 

× 0.2-0.3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0.6-1 × 0.3-0.5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약 1 mm이고, 약은 황색으로, 아구형이며, 약 0.5 × 0.5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길이 0.2-0.3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며, 

난형이고, 기부는 심장저이며, 분과병은 길이 1.8-2.3 mm이고, 거의 기부까지 2

열한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며, 2-2.5 × 1.5-2 mm, 무모이다.  1차늑은 실 모양

이고, 날개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6개로, 늑간 아래에 3개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산지의 산록 및 초지. 

 

3. Pimpinella hallaisanensis (W. T. Lee & G. J. Jang) G. J. Jang, W. K. Paik 

& W. T. Lee, Korean J. Pl. Taxon. 29: 163, 1999.  Pimpinella brachycarp

a (Kom.) Nakai var. hallaisanensis W. T. Lee & G. J. Jang, Korean J. Pl. 

Taxon. 25: 8, 1995.  Type: Korea. “Cheju Prov., prope vallis Muljangol, 

montis Hallosan, 650 m alt.”, 17 Jul 1991, G.J. Jang s.n. (holotype, 

KWNU!—39516). 

국명: 한라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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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20-45 cm 이다.  뿌리는 수염뿌리

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진녹색이고, 분지하며, 원통형으로, 지름 1.5-2 mm, 세

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3-5장이고,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2-4.5 cm, 무모이며, 엽초는 녹색 또는 연

녹색으로, 장타원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

생엽의 엽신은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고, 3.5-7 × 3.6-6 cm이며, 상면은 녹

색 내지 진녹색, 하면은 녹색으로, 양면 모두 무모이거나 단모가 산생한다.  중앙

소엽은 능형 또는 능상 난형이고, 1.5-3.2 × 1.5-3.6 cm, 선단은 예두 또는 점

첨두, 기부는 설저이며, 가장자리는 치아상으로 결각되고, 소엽병은 길이 0.3-2 

cm이다.  측소엽은 난상 타원형이며, 불균등하게 2열하고, 2.5-4 × 2-3.4 cm

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나,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1.5-4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4.2-5.7 × 4.5-

7.2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2.2-3.8 × 2.5-3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1.8-3.2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잡성으

로 6-8개의 웅성화가 중앙부에, 5-9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고, 

지름 4-7 mm이다.  화경은 길이 7.3-16.2 cm이며, 무모이고, 소산경은 4-10

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5-1.3 cm, 무모이다.  총포편은 1 또는 2장이며, 조

락하고,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길이 1-3 mm, 예두,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2-4 mm, 무모이며, 소총포편은 2-5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2-3 × 

약 0.2 mm, 예두, 평저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지름 1.5-

1.8 mm이다.  악편은 피침형이고, 0.5-0.6 × 약 0.3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

색이며, 0.6-0.8 × 0.4-0.5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약 1.5 mm이고, 약은 

연황색 내지 황색으로, 아구형이며, 약 0.5 × 0.4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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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길이 0.6-0.8 mm이다.  분열과는 자갈색이며, 광난형이고, 분과병은 길

이 1.2-1.8 mm이며,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난형이고, 1.5-2 × 1.5-

2 mm, 무모이다.  1차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2-22개로, 늑간 아래에 2-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

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충남, 제주.  산지의 숲 속.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Chungnam: Seosan-si, Gobuk-

myeon, Jangyo-ri, 18 Oct 2014, H.J. Suh 1 (SNU); Seosan-si,. Gaya-san, 

23 Sep 2017, H.J. Suh SS2-2 (SNU [2 sheets]).  Jeju: Jeju-si, Bonggae-

dong, Muljangol oreum, 7 Jul 1991, Jang s.n. (KWNU); Jeju-si, Aewol-

eup, Sogil-ri, near Guetmul oreum, 12 Sep 2010, K. Kim 254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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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Pimpinella hallaisanensis 

(W.T. Lee & G.J. Jang) G.J. Jang, W.K. Paik & W.T. Lee [G. J. Jang s.n. 

(KW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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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mpinella koreana Nakai, J. Coll. Sci. Imp. Univ. Tokyo 26(1): 261, 19

09.  Spuriopimpinella koreana (Nakai) Kitag., J. Jap. Bot. 17: 560, 1941.  

Type: Korea. “in lacunis montis Nam-san. Seoul”, 25 Sep 1901, Faurie 

s.n. (syntype, TI?); “in humidis silvarum Ouen-san”, 25 Sep 1901, 

Faurie s.n. (syntype, TI?); “Kang-uön: monte Kum-gang-san”, 15 Aug 

1902, Uchiyama s.n. (syntype, TI!). 

Pimpinella nikoensis Y. Yabe var. koreana Y. Yabe, Bot. Mag. (Tokyo) 17: 

106, 1903, nom. inval.   

Pimpinella nikoensis Y. Yabe ex Makino & Nemoto, Fl. Japan, ed. 1, 463, 19

25; Spuriopimpinella nikoensis (Y. Yabe ex Makino & Nemoto) Kitag., J. 

Jap. Bot. 17: 560, 1941.  Type: Japan. “Kang-uöng-do: in monte 

Keum-gang-san”, 15 Aug 1902, without date, Col?(holotype, TI!). 

Pimpinella nikoensis var. dissecta Nakai ex Hisauti, J. Jap. Bot. 13: 460, 

1937; Spuriopimpinella nikoensis var. dissecta (Nakai ex Hisauti) Kit

ag., J. Jap. Bot. 17: 560, 1941.  Type: Japan. “Nippon, Hondo; Mt. 

Kawanori, prov. Musai”, 15 Wep 1936, Hisauti s.n. (syntype, TI [not 

seen]); “Sikoku; Mt. Turugisan prov. Awa”, 23 Aug 1908, Nikai s.n. 

(syntype, TI [not seen]). 

국명: 가는참나물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40-80 cm 이다.  뿌리는 수염뿌리

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진녹색이고, 대개 기부가 암자색을 띠며, 분지하지 않거

나 분지하고, 원통형으로, 지름 2-4 mm,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무

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대개 개화 시 시들고, 간혹 숙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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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 이 4-12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고, 무모이며,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장타원

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고, 2-3 × 1.4-1.8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표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고, 12.2-20 × 

14-18.4 cm, 상면은 진녹색으로, 전체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하거나 무모이며, 

하면은 녹색으로, 무모이다.  중앙소엽은 난형 또는 능상 난형이고, 우상중열 내지 

우상심열하며, 4-5.2 × 2.2-4.5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이고, 소엽병

은 길이 0.8-2 cm이다.  측소엽은 난형 내지 타원형이며, 우상중열하고, 6-8.2 

× 3-5.1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축소되어 엽초만 남는다.  복산형화서는 상

부가 둥글며, 지름 2.5-4.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8-10개의 웅성

화가 중앙에, 6-12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고, 지름 0.5-1.2 cm

이다.  화경은 길이 3-12.5 cm이며, 무모이고, 소산경은 5-15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2.5-4.5 cm이며, 향축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없

고, 소화경은 길이 2-5 mm이며, 향축면에 단모가 밀생하고, 소총포편은 2-6(-8)

장,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2-4 × 0.2-0.3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웅성화는 지름 약 2 mm, 양성화는 지름 

2-2.5 mm이다.  악편은 피침형이고, 0.4-0.6 × 0.2-0.3 mm, 무모이다.  화판

은 백색이며, 0.6-0.9 × 0.7-0.8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5-1.8 mm이고, 

약은 연황색 내지 황색으로, 아구형이며, 약 0.4 × 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

이고, 화주는 길이 0.8-1 mm이다.  분열과는 자갈색이며,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

이 1.8-2.3 mm이며,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난형이고, 2-2.5 × 

1.2- 1.5 mm, 무모이다.  1차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

관은 12-22개로, 늑간 아래에 2-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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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 및 구릉지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Jinbu-myeon, Odae-san, 26 Oct 2009, K. Kim 47, 49, 60, 64 (SNU); 

Gangreung-si, Yeongok-myeon, Sogeum river, 12 Sep 1988, W.K. Paik 

s.n. (SNU 75283).  Gyeonggi: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K. Kim 228, 229, 234, 235, 240, 242, 246, 250-1, 250-3 (SNU).  

Jeonnam: Sancheong-gun, Jiri-san, 12 Oct 2009, K. Kim 17 (SNU). 

 

5. Pimpinella calycin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9: 18

2, 1873.  Carum calycinum (Maxim.)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

stes Moscou, n. s. 29: 199, 1916.  Spuriopimpinella calycina (Maxim.) K

itag., J. Jap. Bot. 17: 559, 1941.  Aegopodium mcalycinum (Maxim.) 

Vorosch., Fl. Sovetsk. Dal ’ nego Vost. 319, 1966.  Type: Japan. 

“Japonia, [in jugi Kundshosan silvis vetustis frondosis] Nagasaki, 

Kundsho-san”, 29 Sep 1863, Maximowicz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in Grubov, Catalogue of the type specimens 

of East Asian vascular plants in the Herbarium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 30, 2004 [not seen]); isolectotypes, C!—

C10008517, C10008518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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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FI [not seen], GH!—

GH00077445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 

org/advancedSearch], GOET [not seen], M!—M0172942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NY!—

NY00406193 [photo at NY!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 

org/advancedSearch], P!—P0075268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S!—SG-4891 [photo at S!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US!—US00127212 

[photo at US!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Japonia, Jokohama”, 12/24 Aug 1862, Maximowicz s.n. 

(syntypes, FI [not seen], GOET!—GOET011401 [photo at GOET!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LE [not 

seen], K!—K000685537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 

kew.org/herbcat/navigator.do], S!—SG-4892 [photo at S!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Japonia, Nagasaki, 

Simabara”, 09/21 Sep 1863, Maximowicz s.n. (syntypes LE [not seen], 

M!—M0172943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 

jstor.org/advancedSearch]); “Japonia, Nagasaki, Naga yama”, 21 Sep 

1863, Maximowicz s.n. (syntypes LE [not seen], GH!—GH00077445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 

Search], NY!—NY00406192 [photo at NY!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Japonia, Nippon, prov.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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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in 1865, Tschonoski s.n. (syntype, LE [not seen]); “Nippon media”, 

in 1866, Tschonoski s.n. (syntype, P!—P0249673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국명: 큰산참나물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웅성일가화성이고, 키 40-80 cm이다.  뿌리는 원뿌

리이며, 방추형이다.  줄기는 직립 하고, 진녹색이며, 간혹 기부가 암자색을 띠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원통형으로, 지름 3-5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회 3출 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간혹 숙존한

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 이 8-

1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고, 엽초는 녹색으로, 좁

은 삼각형이며, 1.2-2.4 × 0.7-1.4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엽

신은 녹색 또는 진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오각형이며, 15-28 × 

17.4-34 cm이고, 양면 모두 무모이거나 간혹 맥 위에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한

다.  중앙소엽은 능상 타원형이며, 6.5-12.7 × 2.5-4.7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

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거친 치아상 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능상 장타원형이고, 3-7.4 × 2.5-4.7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깊게 3열 또는 

우상심열하며, 1.5-2.5 × 1.6-3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3.8-7.5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4-8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6-10개

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다.  화경은 길이 3-10.5 cm, 무모이며, 소

산경은 6-15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2.5-4.5 cm이고, 향축면에 단모가 산

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3-5장이며, 조락하고,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1.5-

2.5 × 약 0.2 mm, 예두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3-5 mm이고, 향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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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5-8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4 × 

약 0.2 mm, 예두, 평저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웅성화는 

지름 약 2 mm, 양성화는 지름 2-2.3 mm이다.  악편은 피침형 또는 좁은 삼각

형이고, 0.3-0.5 × 약 0.1 mm, 무모이며, 화판은 백색이고, 0.7-1 × 0.6-0.8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2-1.3 mm이며, 약은 연황색 내지 황색으로, 아구

형이고, 약 0.3 × 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길이 1-1.2 mm이

다.  분열과는 성숙 시 암갈색이고, 장타원상 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4.5-5 mm

이고,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5-5.8 × 약 2 mm, 무

모이다.  1차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2-20개로, 

늑간 아래에 2-4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이며, 복면

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북부.  산지 및 구릉지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Hwaryong-si, 24 Jul 2014, 

C.W. Park et al. 17 (SNU [2 sheets]). 

    Russia: Primorsky Krai: 23 Jun 2012, C.W. Park et al. 1-1, 1-2, 1-3 

(SNU); Novaya Moskva, upstream of Shkotovka river, mountain front, 22 

Sep 2012, C.W. Park et al. 831, 831-1, 831-2, 832-1, 833-1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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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ternopetalum Franch., Nouv. Arch. Mus. Hist. Nat., sér. 2, 8: 246, 1885. 

Type: P. davidii Franch. 

국명: 반디미나리속 

    다년생 또는 [일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대개 지하경이 발달한다.  줄기는 

직립하고,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가늘고, 원통형이며, 속이 차 있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3출상 우상복엽 또는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

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형태가 같거나 다르고, 

작거나 [없다]. 화서는 정생 및/또는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고, 소산형화서는 양

성으로, 1-3(-5)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세로로 홈이 지며, 소산경은 

4-40개이고, 직 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총포편은 대개 없고, [간혹 1-3장이

다]. 소화경은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소총포편은 1-[4]

장이거나 [없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삼각형 또는 [추형이며, 

간혹 불분명하다]. 화판은 백색, [연분홍색 또는 자색]이고, 장타원상 도란형 또는 

[난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유저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

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직립한다.  분열과는 광난

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기부 또는 [길이의 1/2 정도]까지 2열한다.  분과

는 측면을 따라 납작하며, 무모이다.  1차 늑은 뚜렷하고, 실 모양이며, 평활하거나, 

[미세하게 거칠거나 또는 표면에 간혹 소치아상 거치가 있고], 날개는 없다.  유관

은 6-16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원

형 또는 [오각형]이며, 복면은 편평 하거나 [오목하다]. 

    분류군 수: 15-20종 (한반도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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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일본, 중국, 한국; 히말라야 지역. 

 

1. Pternopetalum tanakae (Franch. & Sav.) Hand.Mazz., Symb. Sin. 7: 719, 1

933.  Carum tanakae Franch. & Sav., Enum. Pl. Jap. 2: 371, 1878.  Pim

pinella tanakae (Franch. & Sav.) Diels, Bot. Jahrb. Syst. 29: 494, 1900.  

Cryptotaeniopsis tanakae (Franch. & Sav.) H. Boissieu, Bull. Herb. Bo

issier, sér. 2, 2: 806, 1902.  Type: Japan. “Nippon, in silvis montis 

ignivomim Fudsi Yama”, Jun 1874, Savatier 3436 (holotype, P!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Carum filicinum Franch., Bull. Annuel Soc. Philom. Paris, ser. 8, 6: 121, 1

894.  Pimpinella filicina (Franch.) Diels, Bot. Jahrb. Syst. 29: 494, 1900.  

Cryptotaeniopsis filicina (Franch.)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

r. 2, 2: 806, 1902.  Pternopetalum filicinum (Franch.) Hand.-Mazz., Sy

mb. Sin. 7: 718, 1933.  Type: China. “Ichang. prov. de Hupeh”, 26 Dec 

1889?, Henry 6600 (lectotype, P!—P00432458,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99, 2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isolectotype, E!—E00000539 [pho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rbge.org.uk/], LE [not seen], P!—

P00432459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Cryptotaeniopsis asplenioides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èr. 2, 2: 

807, 1902.  Pternopetalum asplenioides (H. Boissieu) Hand.-Mazz., Sym

b. Sin. 7: 718, 1933.  Type: China. Su-tschuen oriental. District de 

Tchen-Kèou-Tin”, Farges s.n. (lectotype, P!,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99, 2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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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nhn.fr/]; isolectotypes E [not seen], IBSC [not seen]). 

Pternopetalum tanakae f. conformis Honda, Nom. Pl. Jap. 251, 514, 1939. 

Pternopetalum tanakae f. linearis Honda, Nom. Pl. Jap. 251, 514, 1939. 

Pternopetalum heterophyllum Hand.-Mazz., Oesterr. Bot. Z. 90: 122, 19

41.  Type: China. Sichuan, “Pao-hsing-hsie, Lt. 2850 m”, 7 Aug 

1936, Chu 3454 (lectotype, WU!—W 1941-0000454,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99, 2017 [photo at WU! through the 

website of http://herbarium.univie.ac.at/]; isolectotypes, E!—

E00265241, IBSC [not seen], PE [not seen], SZ [not seen]). 

Pternopetalum tanakae var. fulcranium Y. H. Zhang, Bull. Bot. Res., Harb

in 9(3): 59, 1989.  Type: China. “Zhejiang: Suichang Xian, Mt. 

Jiulong”, without date, Lin 3385 (holotype, ZJMA [not seen]; isotype, 

HZU [not seen]). 

국명: 반디미나리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키 10-30 cm이다.  지하경은 옆으로 뻗으며, 길이 

1.3-1.6 cm이다.  줄기는 1 또는 2개이고, 녹색 내지 진녹색이며, 분지하지 않고, 

다소 가늘며, 지름 0.8-1 cm, 무모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장이고, 2회 3출상 우

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2-9.5 cm이며, 엽초는 연녹색 내지 녹색으

로, 난형이고, 3-5 × 4-6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삼각

상 난형 내지 능형이며, 2-4.2 × 1.5-3.5 cm, 양면 모두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

생소엽은 부채형 또는 능형이고, 깊게 3열하며, 3-7 × 3-8 m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둔저, 가장자리는 잔털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3-5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최종열편은 도피침형이고, 선단부에서 얕게 3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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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생엽은 1 또는 2장이며, 대개 1 또는 2회 우상복엽으로, 근생엽과 형태가 

다르나, 드물게 유사하고, 엽병은 길이 1.2-2 cm이며, 엽초는 3-4.5 cm× 2-4 

m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 또는 능형이고, 2.1-3 × 

2-3 cm이며, 소엽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 기부

는 둔저, 가장자리는 잔털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 cm이다.  최종열편은 

선형이고, 1-2.5 cm × 약 2 mm이다.  복산형화서는 정생하며, 상부가 둥글고, 

지름 3-3.8 cm이며, 소산형화서는 1-3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5-2.5 

mm이다.  화경은 길이 3.3-9.4 cm이며, 무모이고, 소산경은 (5-)8-25(-30)

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1.5-3 cm, 무모이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직

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길이 0.2-2 mm, 무모이며, 소총포편은 1-3장, 피침형

이고, 갈리지 않으며, 0.5-1.5 × 0.3-0.5 mm, 예두, 설저이고, 가장자리가 건

막질이며, 무모이다.  꽃은 지름 약 2 mm이고, 악편은 길이 약 0.1 mm이다.  화판

은 백색이며, 장타원상 도란형이고, 0.4-1 × 0.3-0.5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

이 0.7-1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고, 약 0.2 × 0.2 mm

이다.  화주판은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약 0.3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장타원상 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1.6-2.3 mm이고, 기부까

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2-2.5 × 1.5-2 mm이다.  1차늑은 표

면이 평활하고,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16)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

면에 2(-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5월.          결실기: 6월. 

    분포: 네팔, 인도 북동부,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제주.  고산 지대의 습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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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2012)은 기준표본을 근거로 중국에 분포하는 P. asplenioides, P. filici

num, P. heterophyllum, 및 P. tanakae var. fulcranium을 P. tanakae의 이명으

로 처리한 바 있다.  본 분류학적 처리에서는 Wang (2012)의 종의 개념을 따랐다.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3 Jun 1935, 

Col? (SNU 9854); 16 Jun 1935, Col? (SNU 9851); 2 Aug 1935, Col? (SNU 

9850); 16 Aug 1936, Col? (SNU 9849, 9852, 9853); 17 Aug 1936, Col? 

(SNU 9848). 

    Korea.  Jeju: Seogwipo-si, Halla-san, alt. 1050 m, roadside of 1100 

road, M.O. Moon & D.H. Kang 3436 (SNU 107538). 

 

26. Pterygopleurum Kitag., Bot. Mag. (Tokyo) 51: 654, 1937. 

Type: P. neurophyllum (Maxim.) Kitag. 

국명: 서울개발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7-1.1 m이고, 무모이다.  뿌리는 방추형

이며, 간혹 줄기의 하부 마디에 부정근 이 발달한다.  줄기는 직립하고, 연녹색이며, 

간혹 상부에서 분지하고, 각이 지며, 지름 4-7 mm, 표면에 세로로 줄이 있고, 하부

는 깊게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엽병은 기

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고, 탁엽은 없다.  근생엽은 1 또는 2장이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거나 1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길이 3.5-8.5 cm이며, 엽초는 

연녹색으로, 좁은 삼각형 내지 원주형이고, 0.8-1 cm× 6-8 mm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난형이며, 9-15 × 5-10 cm이다.  근생엽의 정

생소엽은 타원형 내지 능형이고, 깊게 3열하며, 2.5-3.5 × 1.5-2.5 cm, 선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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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소엽병은 길이 1-2.5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갈리

지 않거나 깊게 3열하며, 2-3.5 × 0.4-1.2 cm이고, 소엽병은 길이 0.6-1.5 cm

이거나 없으며, 최종열편은 선상 피침형이고, 1.5-3 cm× 1-3 mm이다.  경생엽은 

8-10장이며, 대개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거나 1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상부 경

생엽은 간혹 1회 3출복엽이다.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7-8.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이고, 

10.4-14 × 8.5-13.2 cm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고, 5-

15.5 cm × 5-6 mm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거나 드물게 정생하며, 복산형

화서이고, 상부가 둥글며, 지름 3-4.7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8-22개

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0.8-1.5 cm이다.  화경은 길이 (1-)2.8-5.3 cm

이고, 소산경은 (5-)8-10(-20)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2-3.5 cm으로, 

서로 길이가 비슷하다.  총포편은 3-10장,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4-8 

× 0.5-0.7 mm, 예두, 설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3-8 mm이며, 소총포편은 6-8

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2-5 × 약 0.5 mm, 예두, 설저이다.  꽃은 

양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지름 2-2.5 mm이고, 악편은 삼각형 내지 피침형이며, 

0.4-0.7 × 0.3-0.4 mm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0.8-1 × 0.4-0.6 

mm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설저이다.  수술은 길이 1.5-2 mm이고, 약은 

황색으로, 타원형이며, 0.3-0.4 × 0.2-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

는 반곡하며, 길이 약 0.1 mm이다.  분열과는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

지 2열하거나 간혹 갈리지 않는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2-3.5 × 

2-3 mm, 무모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코르크질이며, 기부가 부풀고, 좁은 날개

를 가지며, 너비 0.3-0.4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

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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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n = 20, 42. 

    분류군 수: 1종 (한반도 1종). 

    분포: 일본, 중국, 한국. 

1. Pterygopleurum neurophyllum (Maxim.) Kitag., Bot. Mag. (Tokyo) 51: 

655, 1937.  Edosmia neurophyll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

-Pétersbourg 18: 285, 1873.  Carum neurophyllum (Maxim.) Franch. & 

Sav., Enum. Pl. Jap. 1: 180, 1873.  Sium neurophyllum (Maxim.) H. H

ara, Enum. Sperm. Jap. 3: 323, 1954.  Perideridia neurophylla (Max

im.) T. I. Chuang & Constance, Univ. Calif. Publ. Bot. 55: 28, 1969.  

Type: Japan. “In Kiusiu jugi centralis Kundsho-san sylvis Cryptomeriae 

udis”, 29 Sep 1863, Maximowicz s.n. (holotype, LE!). 

국명: 서울개발나물 

    서울개발나물의 기재 및 분포는 속 기재와 동일.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한반도 분포: 경기, 경남, 전남.  개울가의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yeongnam. Yangsan-si, near 

Nakdong-gang river, 9 Sep 2013, K. Kim 13-1 (SNU); Yangsan-si, near 

Nakdong-gang river, 9 Sep 2013, K. Kim 15 (SNU 107537 [2 sheets]); 

Yangsan-si, 23 Oct 2014, D.H. Lee s.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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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Libanotis Haller ex Zinn, Cat. Pl. Hort. Gott. 226, 1757 (nom. cons.). 

Type: L. montana Crantz. 

국명: 털기름나물속 

    다년생 초본, [드물게 아관목]으로, 양성화주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분지하며, 가늘거나 비후되고, 원통형이거나 각이 지며, 세로로 홈이 지

고, 속이 차 있거나 [비어 있으며], 표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거나 [무모이

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

고, 1-3회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기부가 줄기를 감싸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

적으로 난형 또는 삼각상 난형 내지 광난형이며, 최종열편은 선형 또는 좁은 피침

형 내지 피침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

으로, 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표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거나 [무

모이다]. 소산경은 소수-다수이고, 옆으로 퍼지며, 총포편은 소수-다수이거나 없

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다소 가늘며, 소총포편는 4-15(-20)장이고, 대개 

갈리지 않는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다.  악편은 삼각형, 좁은 피침형, [선형 

또는 타원형]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드물게 분홍색] 이고, 도란형 또는 [도심장

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고, 화주판보다 짧

거나 길다.  분열과는 난형 내지 장타원형이 며, 분과병은 길이의 1/2-3/4까지 2열

하거나 [갈리지 않는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표면에 유두상 돌기

가 있다.  1차늑은 뚜렷하며, 배늑은 실 모양이고, [간혹 좁은 날개를 가지며], 측늑

은 좁은 날개를 가진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20개로, 늑간 아래에 [1-]3 또

는 4개씩, 접합면에 [2-]6[-8]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 또는 [장타 원

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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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군 수: 약 30종 (한반도 2종). 

    분포: 유라시아. 

<한반도산 털기름나물속의 검색표> 

1. 식물체는 키 0.3-1.3 m이다.  잎의 최종열편은 좁은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다.  

소산형화서는 22개 이상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 1. L. seseloides  가는잎방풍 

1. 식물체는 키 15-30 cm이다.  잎의 최종열편은 선형이다.  소산형화서는 10-

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 2. L. coreana  털기름나물 

 

1. Libanotis seseloides (Fisch. & C. A. Mey. ex Ledeb.) Turcz., Bull. Soc. I

mp. Naturalistes Moscou 17: 725, 1844.  Ligusticum seseloides Fisch. 

& C. A. Mey. ex Ledeb., Fl. Ross. 2: 285, 1844.  Seseli seseloides (Fis

ch. & C. A. Mey. ex Ledeb.) M. Hiroe, Umbelliferae Asia 135, 1958.  

Type: Russia. “In montosis siccis Dahuriae”, in 1831, Turczaninow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0: 963, 2005 [not seen]; isolectotypes, LE [not seen], M!—M0172882 

[photo at M!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 

cedSearch], P!—P03221094, P03221095, P0322109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Libanotis montana Crantz var. riviniana Ledeb., Fl. Ross. 2: 279, 1844.  

Seseli rivinianum (Ledeb.) M. Hiroe, Umbelliferae World 1126, 1979.  

Type: Russia. “in Davuria campis”, without date, Turczaninow s.n.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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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n). 

Libanotis amurensis Schischk., Bot. Mater. Gerb. Bot. Inst. Komarova Aka

d. Nauk S. S. S. R. 13: 160, 1950. 

국명: 가는잎방풍 

    초본으로, 키 0.3-1.3 m이다.  원뿌리는 황갈색 내지 갈색이며, 비후되고, 원주

형이며, 지름 0.6-1.5 cm이다.  줄기는 녹색 내지 연녹색이고, 상부에서 다수 분

지하며, 원통형이거나 4각이 지고, 지름 0.6-1 cm,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단

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고, 간혹 거의 무모 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

이며, 개화 시 시들고,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엽 병은 

진녹색 내지 녹색이고, 길이 28-32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고, 기부가 짧

게 줄기를 감싸며,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엽초는 연녹색으로, 삼각형이고, 

2.5-4.5 cm × (2.5-)6-8 mm이며, 배축면에 단모가 다소 밀생한다.  경생엽

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 내지 광난형이며, (12.4-)25-32 

× (12.5-)14.6-20 cm이고, 상면에는 맥을 따라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

며, 하면에는 단모가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며, 3-4.5 × 2.5-4 cm, 선단은 예두, 가장자리는 잔털거치연이고, 소

엽병은 길이 1-1.5 c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2-3 × 1-2.5 cm

이고, 최종열편은 좁은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며, 0.5-1.5 cm× 1-4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상 난형이고, 1 또는 2회 우상심열하며, 0.8-1.5 × 0.6-

1.4 cm이고,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2.5-3.6 cm이고, 

소산형화서는 22-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6-8 mm이다.  화경은 길이 

4.5-8 cm이고, 세로로 홈이 지며, 선단부에 단모가 밀생하고, 소산경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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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개, 길이 1-2.5 cm이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표면에 유두상 단모가 다소 

밀생한다.  총포편은 5-10장이며, 간혹 없고, 있는 경우 좁은 피침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3-1 cm× 약 0.5 mm, 예두, 좁은 평저이다.  소화경

은 길이 1-5 mm이며, 표면에 유두상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고, 소총포편

은 8-14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2-3 × 약 0.2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가

장자리는 건막질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지름 1.6-2 mm이며, 악편은 삼각

형이고, 약 0.3 × 0.2 mm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0.8-1 × 0.6-0.7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배축면에 유두상 돌기가 산생한다.  수술은 

길이 1.7-2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약 0.4 × 0.4 mm

이다.  화주판은 무모이며, 화주는 비스듬히 서고, 길이 약 0.3 mm이다.  분열과

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장타원상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의 

3/4 정도까지 2열하며, 길이 2.2-3.5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2.5-3.8 × 1.4-1.6 mm이며, 표면에 유두상 단모가 밀생한다.  배늑은 실 모양이

고,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1-0.15 mm이다.  유관은 18 또는 22개

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다.  

염색체 수 2n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유럽. 

    한반도 분포: 함북, 강원.  산 사면, 산지의 길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Tomen, 26 Jul 2014, C.W. 

Park et al. 57 (SNU [2 sheets]); Tomen, 26 Jul 2014, C.W. Park et al. 63 

(SNU [2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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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Gangwon: Jeongseon-gun, Imgye-myeon, Jikwon-ri, Galgogae, 

near roadside, alt. 700 m, 14 Aug 2016, K. Kim et al. 1, 2, 3, 4, 5 (SNU); 

Donghae-si, Samhwa-dong, 30 Oct 2016, entrance of Dootajae, K. Kim et 

al. 3501, 3501-1, 3501-2 (SNU); Jeongseon-gun, Imgye-myeon, 

Galgogae, near roadside, alt. 700 m, 15 Aug 2015, H.J. Suh 1, 1-2, 1-3 

(SNU); Jeongseon-gun, Imgye-myeon, Galgogae, near roadside, alt. 700 

m, 15 Aug 2015, H.J. Suh 1-3 (SNU [3 sheets]). 

    Russia: Primorsky Province, Partizansky District, oak forest near 

Novolitovsk settlement, 30 Sep 2012, R.V. Doudkin s.n. (SNU [4 sheets]); 

16 Jul 2014, C.W. Park & T.Y. Choi 91 (SNU [2 sheets]). 

 

2. Libanotis coreana (H. Wolff) Kitag., Bot. Mag. (Tokyo) 51: 657, 1937.  Se

seli coreanu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1: 244, 1925.  

Type: Korea. “in petrosis Hallaisan, 1700 m”, Oct 1907, Taquet 105 

(holotype, P!—P04197845,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국명: 털기름나물 

    초본으로, 키 15-30 cm이다.  원뿌리는 황갈색 또는 연갈색이며, 원주형이

고, 지름 2-6 mm이다.  줄기는 녹색 내지 연녹색이며, 다수 분지하고, 4-6각이 

지며, 지름 2-4 mm, 세로로 깊게 홈이 지고,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단모가 다

소 밀생 또는 밀생한다.  근생엽은 3회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녹색이며, 길이 3-7.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지며, 기부에서 넓어져 짧게 줄기를 감싸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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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초는 연녹색으로, 삼각형이며, 1-5 × 1-2 m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경

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2.7-10.2 × 4-10 

cm, 상면은 무모이며, 하면에는 단모가 다소 밀생 내지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난

형 내지 광난형이고, 우상심열하며, 5-9 × 7-8 mm, 선단은 예두, 가장자리는 잔

털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1.5-3 m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4-

8 × 3-5 mm이고, 소엽병은 없거나 거의 없으며, 최종열편은 선형이고, 2-5 × 

0.8-1.5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난형이며, 2회 우상심열하고, 6-9 × 5-7 

mm이며,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1.5-2.2 cm이며, 소

산형화서는 10-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5-7 mm이다.  화경은 길이 

2.7-8 cm으로, 세로로 홈이 지며, 표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고, 특히 

선단부에 밀생한다.  소산경은 8-12개, 길이 0.4-1 cm이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표면에 단모가 다소 밀생 또는 밀생한다.  총포편은 2-5장,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3-7 × 0.3-0.5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잔털거치연이다.  소화경은 길이 

0.5-3 mm, 표면에 유두상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6-8장, 선형이며, 갈리

지 않고, 1-4.5 × 0.2-0.3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가장자리는 건막질이고, 잔

털거치연이다.  꽃은 지름 1.8-2 mm이며, 악편은 좁은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고, 

0.3-0.5 × 약 0.2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0.8-1 × 0.5-

0.7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5-1.7 mm

이며, 약은 진황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약 0.5 × 0.35 mm이다.  화주

판은 무모이며,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0.5-0.7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장타원상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의 1/2-3/4까지 

2열하며, 길이 0.8-2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이고, 1-2.5 × 0.5-1 mm

이며, 표면에 유두상 돌기가 산생한다.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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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는 너비 약 0.1 mm이다.  유관은 18 또는 22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오각형이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제주.  산 정상 부근 및 산 능선의 개활지.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ju. Seogwipo-si, Hawon-

dong, Halla-san, along the Yeongsil trail to Witseoreum, alt. 1510 m, 13 

Sep 2013, M.O. Moon 4748 (SNU); 28 Jul 1947, H.J. Shim s.n. (SNU 

10035); Seogwipo-si, Hawon-dong, Halla-san, along the Yeongsil trail to 

Witseoreum, alt. 1500 m, 9 Oct 2015, G.P. Song s.n. (SNU); Halla-san, 17 

Jul 1935, P.S. Toh s.n. (SNU 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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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Libanotis coreana (H. 

Wolff) Kitag. [Taquet 1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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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ium L., Sp. Pl. 251, 1753. 

Type: S. latifolium L. 

국명: 개발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무모이다.  뿌리는 수염뿌리 또는 괴경상으로 

방추형이고, 총생한다.  줄기는 직립하며, 분지하고, 가늘거나 비후되며, 원통형이

고,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 유가 없

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1회 3출복엽, 1회 우상복엽 또는 드물게 단

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피침형 내지 광난형이고, 소엽은 좁은 피침형, 피침형 또는 선형이며, 갈리지 않거

나 3열 또는 [우상천열]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

서는 양성으로, 소수-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소산경은 (2)-20개이고, 옆으

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가늘거나 다소 굵고, 대개 서로 길이가 다르다.  총

포편은 없거나 2-여러 장이며, 대개 뒤로 젖혀진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고, 대개 뒤로 젖혀진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

상칭이고, 악편은 뚜렷하거나 [작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 또는 [아원형]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설저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며, 결실기에 반곡하고, 화주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분열과는 난형 내지 구형이며, 분과병은 기부까지 2열한

다.  분과는 측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다.  1차늑은 뚜렷하거나 [흔적적이고], 좁은 

날개를 가지거나 [실 모양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18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원형 또는 [오각형]이며, 복면

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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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군 수: 약 14종 (한반도 3종). 

    분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한반도산 개발나물속의 검색표> 

1. 줄기는 드물게 분지한다.  잎은 1회 3출복엽이다.  소산경은 (2)-6개이다 ·····

································································ 3. S. ternifolium  세잎개발나물 

1. 줄기는 분지한다.  잎은 1회 우상복엽이다.  소산경은 (7-)10-20개이다. 

2.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경생엽의 소엽은 7, 9, 11 또는 13장이고, 엽액에는 주아

가 없다 ································································· 1. S. suave  개발나물 

2. 뿌리는 방추형이고, 비후된다.  경생엽의 소엽은 3, 5또는 7장이며, 엽액에

는 주아가 있다 ··············································· 2. S. ninsi  감자개발나물 

 

1. Sium suave Walter, Fl. Carol. 115, 1788.  Type: U.S.A. “South Carolina”, 

without date, Walters.n. (neotype, BM, Fraser/Walter 42-F, designated 

by Ward, J. Bot. Res. Inst. Texas 1: 429, 2007 [not seen]). 

Sium cicutifolium Schrank, Baier. Fl. 1: 558, 1789.  Apium cicutifolium (Sch

rank) Benth. & Hook. f. ex F. B. Forbes & Hemsl., J. Linn. Soc., Bot. 

23: 328, 1887.  Type: Russia. “Nascitur ab Obo fluvis in omno ulteriori 

Sibiria tam humidis quam siccis locis”. 

Sium lineare Michx., Fl. Bor.-Amer. 1: 167, 1803.  Drepanophyllum linear

e (Michx.)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8: 1

82, 1915.  Type: Canada. “In aquosis Canadae”, without date, Col? (not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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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mus dahuricus Hoffm., Gen. Pl. Umbell., ed. 2, 184, 1816.  Falcaria 

dahurica (Hoffm.) DC., Prodr. 4: 110, 1830.  Type: Not cited.  

Sium nipponicum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8: 286, 

1873.  Sium suave var. nipponicum (Maxim.) H. Hara, J. Fac. Sci. Uni

v. Tokyo, Sect. 3, Bot. 6: 95, 1952.  Sium suave var. ovatum (Yatabe) 

H. Hara f. nipponicum (Maxim.) Hiyama, J. Jap. Bot. 35: 264, 1960.  

Type: Japan. “In Nippon media, probabiliter non procul a Yokohama, 

unde florens et semina seorsim misit Tschonoski”, in 1866, Tschonoski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in Grubov, Catalogue of 

the type specimens of East Asian vascular plants in the Herbarium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 31, 2004 [not seen]; 

isolectotypes, GH!—GH00348374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of 

https://huh.harvard.edu/], K!—K000685624 [photo at K! through the 

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P!—P02543507, 

P02543510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Sium ovatum Yatabe, Bot. Mag. (Tokyo) 5: 73, t. 22, 1891. Sium nippon

icum var. ovatum (Yatabe) Y. Yabe, Rev. Umbell. Jap. 53, 1902. Sium 

suave var. ovatum (Yatabe) H. Hara, J. Fac. Sci. Univ. Tokyo, Sect. 3, Bot. 

6: 95, 1952.  Type: Japan. “Aizu in the province of Iwashiro and Ōmiya 

near Tōkyō”, without date, Yatabe s.n. (not seen). 

Sium cicutifolium var. angustifolium Kom.,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25: 150, 1905. Sium cicutifolium f. angustifolium (Kom.) H. W

olff in Engl., Pflanzenr. 90: 347, 1927.  Sium suave f. angustifolium 

(Kom.) Kitag., Neolin. Fl. Manshur. 489, 1979.  Type: Not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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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m cicutifolium var. latifolium Kom.,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

da 25: 150, 1905.  Sium cicutifolium f. latifolium (Kom.) H. Wolff in Eng

l., Pflanzenr. 90: 347, 1927.  Type: Not cited. 

Sium formosanum Hayata, Icon. Pl. Formosan. 10: 16, 1921.  Type: China. 

“Atamu”, Aug 1905, Nakahara 932 (lectotype, TI!,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223, 2017; isolectotype, TAIF [not seen]). 

국명: 개발나물 

    식물체는 키 0.6-1.2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며, 대개 줄기의 하부 마디에 

총생한다.  줄기는 녹색이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비후되고, 지름 0.3-1.2 cm이다.  

근생엽은 1회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1회 우상복엽

으로,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소엽은 7, 9, 11 또는 13장이며, 

엽액에는 주아가 발달하지 않는다.  엽병은 진녹색 내지 녹색으로, 길 이 4.5-6.8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진다.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삼각형 또는 장타원형

이며, 3.2-4 × 0.5-3 c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장타원형 또는 난형

이고, 6.2-23 × 4-15 cm이며,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녹색이다.  정생소엽은 좁

은 피침형 또는 선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드물게 깊게 3열하며, 2-7.3 × 0.8-2 

cm, 선단은 예두 또는 점첨두, 기부는 설저,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

병은 길이 0.7-1.7 cm이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2.7-7.6 × 0.7-

2.5 cm이고, 소엽병은 없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며, 1회 3출복엽이고, 

0.7-2.2 × 1.2-1.8 cm이며,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3.5-6 cm이며, 소산형화서는 10-22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5-1.2 cm

이다.  화경은 길이 4-10 cm이며, 소산경은 (7-)10-2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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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굵고, 길이 1.5-3 cm이며, 서로 길이가 다르다.  총포편은 5-10장, 뒤로 

젖혀지고,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거나 간혹 결각되고, 2-5 × 

0.2-0.5 mm, 예두,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2-)3-7 mm이며, 소총포편은 5-

10장이고, 뒤로 젖혀지며,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3(-7) × 

약 0.2 mm이다.  꽃은 지름 1.6-2 mm 이고, 악편은 삼각상 피침형 또는 삼각

형이며, 약 0.3 × 0.2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고, 0.8-1 × 0.6-0.8 mm, 전

연이다.  수술은 길이 1-1.5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4-0.5 × 

0.3-0.4 mm이다.  화주는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

숙 시 연갈색이며,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8-2.5 mm이다.  분과는 좁은 난형

이며, 2-3 × 3-3.5 mm, 무모이다.  1차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고, 날개는 코르

크질이며,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25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이다.  

유관은 6-18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

은 아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12.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아메리카. 

    한반도 분포: 강원,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개울가의 습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24 Jun 2012, C.W. Park et 

al. 26-1 (SNU). 

    Japan. Honshu, Tokyo, without date?, P.S. Toh s.n. (SNU 9887). 

    Korea. Gangwon: Inje-gun, Buk-myeon, Daeam-san, in Yongneup 

Swamp, 23 Aug 2014, K. Kim et al. 1853, 1854, 1861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along the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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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onjaryeong, 10 Aug 2014, H.J. Suh 14, 18 (SNU); Imgye-ri, 

Seokbyeong-san, alt. 1050 m, 13 Sep 2014, H.J. Suh 29 (SNU); 

Yangyang-gun, Hyeonbuk-myeon, 30 Aug 2015, H.J. Suh 6 (SNU).  

Gyeonggi: Seongnam-si, Sujeong-gu, Sangjeok-dong, eastsouthern edge 

of Daewang reservoir, 20 Oct 2009, J.H. Park et al. 82 (SNU); Seongnam-

si, Sujeong-gu, Sangjeok-dong, eastsouthern edge of Daewang reservoir, 

20 Oct 2009, J.H. Park et al. 83-1 (SNU [2 sheets]).  Incheon: Ganghwa-

gun, Naega-myeon, Oipo-ri, 5 Aug 1969, Y.H. Chung & Y.M. Kang s.n. 

(SNU 44355, 44356); Ganghwa-gun, Hwado-myeon, 12 Aug 1969, Y.H. 

Chung & Y.M. Kang s.n. (SNU 44357, 44358).  Chungnam: Gongju-si, 

Juoe-myeon, 13 Jun 1931, Y.H. Chung s.n. (SNU).  Gyeongbuk: Uljin-gun, 

Buk-myeon, Bugu-ri, 27 Jul 1980, Y.H. Chung s.n. (SNU 51841). 

    Russia. Primorsky Krai: Novaya Moskva, upstream of Shkotovka river, 

mountain front, 22 Sep 2012, C.W. Park et al. 835 (SNU [2 sheets]). 

 

2. Sium ninsi L., Sp. Pl. 251, 1753.  Sium sisarum var. ninsi (L.) Pers., Syn. 

Pl. 1: 316, 1805.  Type: China. 

Sium sisarum L., Sp. Pl. 251, 1753; Carum sisarum (L.) Baill., Hist. Pl. 7: 

179, 1879.  Type: Not cited. 

Sium sisarum var. angustat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5

7, 1867.  Type: Not cited. 

Sium diversifoliu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17: 172, 1921.  

Type: Korea. “Quelpaert in turfosis, 1500 m s.m.”, Oct 1906, Faurie 

1026 (isotype, P!— P02543408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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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nhn.fr/]). 

국명: 감자개발나물 

    식물체는 키 0.3-1 m이다.  뿌리는 방추형이며, 비후되고, 총생한다.  줄기는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지름 1.5-2 mm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

장이고, 1회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든다.  경생엽은 4-16장이고, 1회 우상복엽

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소엽은 3, 5 또는 7장이며, 대개 엽액에 주아가 있

다.  엽병은 진녹색 내지 녹색으로, 길이 1.5-4.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

지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고, 3-5 × 약 1 cm이며, 표면에 세로로 줄이 있

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장타원형 또는 광난형이고, 4-11 × 4-12 cm,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녹색이다.  정생소엽은 좁은 피침형 또는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2-5 × 0.5-1.5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치

연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2.5-5.5 × 0.5-1 

cm이며, 소엽병은 없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1회 3출복엽이거나 단엽

이며, 0.9-1.3 × 0.8-1 cm 이고,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2.2-3 cm이고, 소산형화서는 6-16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2-6 cm이며, 소산경은 6-8(-1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7-2.1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다.  총포편은 2-6(-8)장이며, 뒤로 젖혀지고, 피침형이며, 갈

리지 않고, 1.5-4 × 0.2-0.3 mm, 예두, 좁은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2-3(-

5) mm이며, 소총포편은 (4-)6-10장이고, 뒤로 젖혀지며, 피침형 또는 좁은 장타

원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2-1.7 × 0.3-0.4 mm이다.  꽃은 지름 1.2-2 mm이

고, 악편은 난형이며, 0.1-0.2 × 약 0.1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고, 0.6-

0.8 × 0.4-0.5 mm,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0.6-1.2 mm이며, 약은 황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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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이고, 0.3-0.4 × 0.1-0.2 mm이다.  화주는 길이 0.5-1 mm이다.  분열과

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광난형 내지 구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2-2 mm이다.  분과는 난형 내지 반구형이며, 1.5-2.5 × 1-2 mm이다.  1차

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고, 날개는 너비 약 0.2 mm이다.  유관은 6-18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12.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강원, 경기,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개울가의 습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13 Sep 1936, 

Col? (SNU 9888, 9889) 

    Korea. Gangwon: Inje-gun, Buk-myeon, Daeam-san, in Yongneup 

Swamp, 23 Aug 2014, K. Kim et al. 1856, 1857, 1862, 1863 (SNU).  

Gyeonggi: Namyangju-si, Cheonma-san, 30 Aug 1985, J.O. Hyun s.n. 

(SNU 61955); Guri-si, Donggu-dong, in Donggureung, Nov 2012, H.J. 

Suh 3, 3-1 (SNU); Suwon-si, Chilbo-san, 15 Oct 2014, H.J. Suh 1, 3, 4, 

5 (SNU); Namyangju-si, Jinjeob-eup, Gwangreung, 19 Aug 1932, P.S. 

Toh s.n. (SNU 9876).  Seoul: Gwanak-gu, Gwanak-san, 8 Sep 1990, J.H. 

Mun s.n. (SNU 73299) ; Gwanak-san, 14 Sep Year?, P.S. Toh s.n. (SNU 

9880).  Chungnam: Cheonan-si, Dongnam-gu, Taejo-san, 16 Sep 1988, 

M.Y. Kim s.n. (SNU 67116).  Gyeongnam: Namhae-gun, Sangju-myeon, Is. 

Namhae, 22 Sep 2006, M. Kim 6587 (SNU 109885).  Jeonnam: Jindo-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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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nae-myeon, Na-ri, 6 Oct 2014, D.H. Lee s.n. (SNU [2 sheets]); 

Gokseong-gun, Ogok-myeon, Gonbang-san, 25 Aug 2005, T.G. Noh 352 

(SNU 95987).  Jeju: 18 Jul 1935, P.S. Toh s.n. (SNU 9877); Halla-san, 18 

Jul 1935, P.S. Toh s.n. (SNU 9878); Baekrokdam, 18 Jul 1935, P.S. Toh 

s.n. (SNU 9879). 

    Russia: Primorsky Krai, near Ryazanovka river, 24 Sep 2012, C.W. Park 

et al. 906 (SNU [2 sheets]). 

 

3. Sium ternifolium B. Y. Lee & S. C. Ko, Korean J. Pl. Taxon. 39: 130, 2009.  

Type: Korea. Gangwon-do Province, Wonju-si city, understory in the 

forests of Carplnus laxiflora and Betula chinensis, near stream, alt. 480–

495 m, 20 Aug 2009, Ko 064185 (holotype, HNHM; isotypes, KB, NH 

[not seen]). 

국명: 세잎개발나물 

    식물체는 키 20-54 c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며, 대개 줄기의 하부 마디에 

총생한다.  줄기는 녹색 내지 진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드물게 상부에서 분지

하며, 가늘고, 지름 1-3 mm이다.  근생엽은 1-3장이며, 1회 3출 복엽 또는 드

물게 단엽이고, 개화 시 시든다.  경생엽은 6-8장이며, 1회 3출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녹색 내지 진녹색으로, 길이 5.3-6 cm이고, 상부로 갈

수록 짧아지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고, 1.2-1.7 cm × 4-8 mm이며, 표면

에 세로로 줄이 있다.  경생엽의 엽신은 진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난형이며, 

7.1-8.5 × 7.6-9 cm이다.  중앙소엽은 좁은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고, 4-6.5 

× 1.8-2.5 cm, 선단은 긴 점첨두, 기부는 비스듬한 설저,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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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이며, 소엽병은 없거나 거의 없다.  측소엽은 좁은 피침형이고, 3-5 × 1-2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피침형이며, 단엽이고, 갈리지 않으며, 2-2.2 cm× 3-

7 mm이고, 엽병은 매우 짧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1.3-2.3 cm이

고, 소산형화서는 (2)-6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2.5-6.4 cm이며, 

소산경은 (2)-6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5-)1.1-2(-3)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다.  총포편은 없거나 드물게 1장이며, 있는 경우 뒤로 젖혀지지 않고,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2.3-2.6 × 0.2-0.3 mm이다.  소화경은 길이 0.6-1.6 

cm이며, 소총포편은 1-3장이고, 뒤로 젖혀지지 않으며, 실 모양이고, 길이 1-

1.2 mm이다.  꽃은 지름 1-1.2 mm이며,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고, 약 0.2 × 0.1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며, 약 0.5 × 0.6 mm, 전연이다.  수술은 길이 0.7-1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며, 약 0.4 × 0.3 mm이다.  화주는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난형 내지 구형이

며, 분과병은 길이 2-2.8 mm이다.  분과는 반구형이고, 2-3 × 1-2 mm이다.  

1차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며, 둔하고, 날개는 너비 약 0.2 mm이다.  유관은 16-

18개로, 늑간 아래에 3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원형이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강원 (치악산).  산 사면의 그늘지고 습한 곳.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Wonju-si, Socho-

myeon, Chiak-san, 2 Oct 2014, D.H. Lee s.n. (SNU [4 sheets]); Wonju-si, 

Socho-myeon, Chiak-san, Hakgok-ri, near Seryeom-gol, 17 Sep 2013, 

H.J. Suh & K. Kim 1411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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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ngelica L., Sp. Pl. 250, 1753. 

Type:  A. sylvestris L.  

Czernaevia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7: 739, 1844.  

Type: C. laevigata Turcz. 

국명: 당귀속 

    이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 또는 [드물게 웅성일가화성]이며, 방향

성이 있고, 간혹 지하경이 발달한다.  뿌리는 원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분지하

지 않거나 분지하고, 가늘거나 비후되며, 원통형이고, 세로로 홈이 지며, 속이 비어 

있거나 차 있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단모가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3출복엽, 3출상 우상복엽 또는 우

상복엽이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엽초는 배축면에 세로로 줄

이 있으며, 상부 경생엽의 엽초는 흔히 부풀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대개 전체적으

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며, 소엽은 난형,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갈리지 않거나, 

2 또는 3열하거나 또는 우상심열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거나 [드물게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구성되고], 

(10-)15-40(-8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게 신장되며,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소산경은 (5-)10-40(-60)개이고, 옆으

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서로 길이가 다르거나 거의 같고, 총포편은 1-여러 

장이거나 없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소총포편은 여러 장

이거나 드물게 없으며, 대개 갈리지 않는다.  꽃은 양성 또는 [드물게 웅성]이고, 방

사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다.  화판은 백색, 자색 또는 분홍색이고, 난형 

내지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고,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주는 반곡하고, 화주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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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열과는 타원형, 난형 내지 구형이며,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

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고, 1차늑은 뚜렷하며, 배늑은 실 모양이고, 간혹 좁은 날개를 

가지며, 측늑은 넓은 또 는 좁은 날개를 갖고, 날개는 건막질이다.  유관은 6-

24(-28)개로, 늑간 아래에 1 또는 2(-5)개씩, 접합면에 2-4(-8)개 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100종 (한반도 12종). 

    분포: 북반구의 온대 지역. 

<한반도산 당귀속의 검색표> 

1. 잎은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다 ············· 1. A. cartilaginomarginata  처녀바디 

1. 잎은 3출복엽 또는 3출상 우상복엽이다. 

2. 엽초의 배축면에는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 8. A. anomala  개구릿대 

2. 엽초는 무모이다. 

3. 엽축 및 소엽병은 무릎 모양으로 굽는다. 

4. 소엽의 가장자리에는 침상 예거치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하면에

는 짧은 단모가 맥을 따라 산생 내지 밀생한다.  소산경은 (25-)40-

60개이다.  유관은 접합면에 4개가 있다 ·········································

····························································· 4. A. genuflexa  왜천궁 

4. 소엽의 가장자리에는 침상 예거치가 고르게 배열되어 있고, 하면은 무

모이다.  소산경은 (16-)20-25(-42)개 이다.  유관은 접합면에 2

개가 있다 ····················································· 12. A. reflexa  강활 

3. 엽축 및 소엽병은 무릎 모양으로 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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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판은 자색 또는 암자색이며, 드물게 백색이다. 

6.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거의 구형이다.  화판은 암자색이다 ······

······································································· 9. A. gigas  당귀 

6.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편평하며, 거의 반구형이다.  화판은 자색 또는 드

물게 백색이다 ································  10. A. decursiva  바디나물 

5. 화판은 백색이며, 간혹 분홍색이다. 

7. 소산형화서 가장자리 꽃의 바깥쪽 화판은 안쪽 화판보다 크다.  종자

는 횡단면이 오각형 또는 반원형이다. 

8. 줄기는 암자색 또는 자녹색이고, 속이 차 있다.  소화경은 무모이

다.  악편은 작으며, 삼각형이다.  분과의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

개는 없다.  종자는 횡단면이 오각형이다 ································

······················································· 2. A. acutiloba  왜당귀 

8. 줄기는 녹색이고, 속이 비어 있다.  소화경에는 털이 있다.  악편

은 흔적적이다.  분과의 배늑에는 좁은 날개가 있다.  종자는 횡

단면이 반원형이다 ···················· 3. A. czernaevia  잔잎바디 

7. 소산형화서의 모든 꽃의 화판은 크기가 동일하다.  종자는 횡단면이 

장타원형이다. 

9. 식물체는 해안가에 서식하며, 황백색의 유액을 함유한다.  잎의 

하면은 광택이 난다.  분과의 배늑에는 날개가 있다 ···················

··························································· 6. A. japonica  갯강활 

9. 식물체는 내륙에 서식하며, 유액은 거의 없거나 무색이다.  잎의 

하면은 광택이 나지 않는다.  분과의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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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생엽은 개화 시 시든다.  소엽의 열편은 결각되고, 가장자

리에는 예거치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악편은 작으

며, 좁은 삼각형이다 ········· 5. A. polymorpha  궁궁이 

10. 근생엽은 숙존한다.  소엽의 열편은 결각되지 않고, 가장자리

에는 예거치가 고르게 배열되어 있다.  악편은 흔적적이다. 

11. 줄기는 진녹색 또는 암자색이다.  엽초는 약간 부푼다.  

약은 암자색이다.  유관은 8-12개이다 ······················

··································· 11. A. amurensis  지리강활 

11. 줄기는 연녹색이다.  엽초는 뚜렷하게 부푼다.  약은 연한 

황색이다.  유관은 6개이다 ········································

··········································· 7. A. dahurica  구릿대 

 

1.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Makino ex Y. Yabe) Nakai, J. Coll. Sci. Imp. 

Univ. Tokyo 26(1): 269, 1909.  Peucedanum cartilaginomarginatum Maki

no ex Y. Yabe, J. Coll. Sci. Imp. Univ. Tokyo 16(4): 100, f. 60, 1902.  Pi

mpinella cartilaginomarginata (Makino ex Y. Yabe) H. Wolff in Engl., Pfla

nzenr. 90: 287, 1927.  Type: Japan. “Kiushiu-Prov. Hizen: in monte 

Nishigatake; Prov. Higo: in volcano Aso; Prov. Bungo: in campis Yubu, 

Shikoku-Prov. Tosa”, without date, Col? (syntype, [not located]). 

Sium matsumurae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r. 2, 3: 954, 1903;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var. matsumurae (H. Boissieu) Kitag., J. J

ap. Bot. 12: 244, 1936.  Type: Korea. “In collibus Coreae mediae”, 4 

Sep 1901, Faurie 261 (syntype, G!—G00359350 [photo at G!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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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bsite of http://www.ville-ge.ch/musinfo/ bd/cjb/chg/?lang=en]); 

“In collibus Chinampu”, 12 Sep 1901, Faurie 262 (syntype, [not 

located]). 

Angelica crucifolia Kom.,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25: 170, 

1905.  Peucedanum crucifolium (Kom.) H. Boissieu, Bull. Herb. Bois

sier, sér. 2, 8: 643, 1908.  Type: China. Shanxi, Taiyuan Shi, Yangqu 

xian (“above the city of Chashang” [in Russian]), 27 Aug 1897, 

Komarov s.n. (holotype?, [not seen]). 

Angelica confusa Nakai in Matsum., Icon. Pl. Koisik. 1: 133, t. 67, 1913. 

Peucedanum makinoi Nakai in Matsum., Icon. Pl. Koisik. 1: 131, t. 66, 191

3.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var. makinoi (Nakai) Kitag., J. Jap. Bot. 

12: 243, 1936.  Type: Japan. Kyushu, Prov. Bungo, without date, 

Yatabe & Matsumura s.n. (holotype? [not seen]). 

Angelica distans Nakai, Bot. Mag. (Tokyo) 28: 313, 1914.  Type: 

Korea. “in herbidis Syong-työng”, 28 Sep 1902, Uchiyama s.n. 

(holotype, TI?). 

국명: 처녀바디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6-1.5 m이다.  지하경

은 짧고, 원주형이며, 지름 1-1.5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갈색이며, 분지

하고, 지름 0.2-1.4 c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지

름 3-5 mm, 속이 차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장이며, 1 또는 2회 우

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10-15장 

이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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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길이 13.5-20(-26)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고, 상부로 갈수록 흔히 부풀며, 길이 3.8-4.2 cm, 무모

이거나 간혹 배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

으로 난형 내지 넓은 장타원형이며, 11.2-16 × 6-12 cm이고, 양면 모두 무모

이거나 짧은 단모가 맥을 따라 산생 내지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능형이며, 3열하고, 

3.5-4.5 × 2.7-3.8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연하저이며,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

질이고, 예거치연이다.  측소엽은 타원형이며, 갈리지 않고, 1.8-2.4 × 0.9-1.2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3열하며, 0.5-1 cm× 4-8 mm이다.  복

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고, 지름 2.5-3.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

고, 20-26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5-8 mm이다.  화경은 길이 2.3-3.7 

cm이고, 단모가 기부에 산생, 선단부에 밀생한다.  소산경은 (5-)13-18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0.8-)1.5-5 cm이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향축면에 단모

가 산생하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0.5-7 m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2-6장, 좁은 피침형 내지 선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5-2 

cm× 약 2 mm, 예두, 좁은 평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

성이고, 지름 2.5-4 m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0.6-1 × 0.5-0.7 mm이고,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으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

이 0.8-1 mm이고,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며, 약 0.4 × 0.3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0.7-0.8 mm이고,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광난형 또는 아구

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1.4-2.8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며, 난형

이고, 약 3 × 2.5 mm, 무모이다.  배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며,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2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0.2-0.2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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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개로, 늑간 아래에 1 또는 2개씩, 접합면에 4(-8)개가 있다.  종자의 단

면은 오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숲 속.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Ganreung-si, Okgye-

myeon, Seokbyeong-san, alt. 1000 m, 13 Sep 2014, H.J. Suh 6, 7 (SNU [2 

sheets]); Ganreung-si, Okgye-myeon, Seokbyeong-san, alt. 1000 m, 13 

Sep 2014, H.J. Suh 7 (SNU); Ganreung-si, Okgye-myeon, Seokbyeong-

san, 15 Aug 2015, H.J. Suh 12 (SNU).  Gyeonggi: Namyangju-si, 

Cheonma-san, 21 Sep 1987, J.O. Hyun s.n. (SNU 72520); Gapyeong-gun, 

Sang-myeon, Sangdong-ri, Jugeum-san, 4 Sep 1984, J.H. Kim s.n. (SNU 

60487, 60488, 60489); Pocheon-si, Yoengbuk-myeon, Sanjeong-ri, 

Myeongseon-san, 16 Aug 1989, J.S. Kim s.n. (SNU 69936); Gapyeong-

gun, Ha-myeon, near the entrance of a pat up to Hyundeung temple, 6 Sep 

1992, J.H. Mun 242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29 Aug 1990, H.C. Roh s.n. (SNU 73009); Namyangju-si, Jinjeob-eup, 

Gwangreung, Aug 1932, P.S. Toh s.n. (SNU 9957).  Seoul: Eunpyeong-gu, 

Bukhan-san, 30 Aug 1930, P.S. Toh s.n. (SNU 9962).  Incheon: Ongjin-

gun, Baekryeong-myeon, Bukpo-ri, wayside near Bukpo High School, 

sunny place, 23 Aug 2016, K. Kim & T.Y. Choi 546 (SNU [2 sheets]); 

Ongjin-gun, Baekryeong-myeon, Baekryeongdo Island, near the ca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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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ongdong Beach to Baekryeongdaegyo Bridge, sunny place, 24 Aug 

2016, K. Kim & T.Y. Choi 564 (SNU).  Chungnam: Boryeong-si, 

Taechon-myeon, Oseo-san, roadside alt. 200 m, 2 Oct 1997, K.Y. Seo 91 

(SNU 88573 [2 sheets]); Seosan-si, Unsan-myeon, Galsan-ri, 27 Aug 

2016, H.J. Suh 1-1, 1-2, 1-3 (SNU).  Gyeongbuk: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29 Aug 1993, J.H. Park s.n. (SNU 78288 

[3 sheets]).  Jeju: Jeju-si, Aewol-eup, Yusuam-ri, Guetmuloreum, near 

the entrance of the trail, 12 Sep 2010, K. Kim 261, 262 (SNU); Jeju-si, 

Aewol-eup, Yusuam-ri, Guetmuloreum, near the entrance of the trail, 12 

Sep 2010, K. Kim 283 (SNU 107533 [2 sheets]); Seogwipo-si, Pyoseon-

myeon, Seongeup-ri, Baekyaki oreum, alt. 366 m, 7 Oct 2014, D.H. Lee 1, 

2, 3, 4 (SNU). 

 

2. Angelic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 Bot. Mag. (Tokyo) 51: 658, 

1937.  Ligusticum acutilobum Siebold & Zucc., Abh. Math.-Phys. Cl. K

önigl. Bayer. Akad. Wiss. 4(2): 203, 1845.  Type: Not cited. 

Sium triternatum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57, 1867.  

Type: “Sponte crescere et cultum perhibet Siebold, qui legit sine loci 

adnotatione.” (not seen). 

국명: 왜당귀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냄새가 나고, 키 0.5-1 m이다.  지

하경은 짧으며, 원주형이고, 지름 약 1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연갈색 내

지 갈색 이고, 분지하며, 지름 1-1.2 cm이다.  줄기는 암자색 또는 자녹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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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분지하며, 다소 가늘고, 지름 0.6-1 cm, 속이 차 있으며, 무모이다.  근

생엽은 1-3장이고, 1 또는 2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드물게 숙

존하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5.5-20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고, 길이 2.5-7.7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고, 13-22 × 10-25 

cm, 양면 모두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좁은 난형이며, 깊게 3열하고, 

7-14 × 5-10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이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하게 결각

되고, 침상 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2-5 cm이다.  측소엽은 좁은 난형이고, 

깊게 2 또는 3열하며, 7-13 × 3-6 cm이고, 소엽병은 없거나 길이 0.5-3 cm

이다.  최종열편은 피침형이며, 3-10 × 1-3.5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능형이

며, 3열하고, 4-5 × 3-4 m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며, 지름 

5.2-6.5 cm이고, 소산형화서는 양성이며, 20-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1.3 cm이다.  화경은 길이 5-25.7 cm이며, 무모이거나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소산경은 15-45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8-)1.5-10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1-여러 

장이고, 있는 경우 선형이며, 1-2 cm× 2-3 mm이다.  소화경은 길이 0.2-2.5 

mm, 무모이고, 소총포편은 6-10장, 선형 내지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고, 0.3-

2 cm × 약 0.2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2.5-

3 mm이며, 악편은 매우 작고, 좁은 삼각형이며, 간혹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

고, 도란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1-1.5 × 0.5-1 mm이고, 소산형화서 가장자리 꽃

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안쪽 화판보다 크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5-1 mm이며, 약은 진황색으로, 좁은 타원형이고, 약 0.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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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0.8-1 mm이며, 화주

판과 길이가 비슷하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좁은 장타원

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5-3.8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좁은 

장타원형이며, 3-4 × 1-2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

늑의 날개는 너비 0.2-0.3 mm이다.  유관은 16-24개 또는 드물게 28개로, 늑

간 아래에 3, 4 또는 드물게 5개씩, 접합면 에 4-8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다

소 오각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8월.           결실기: 8-9월. 

    분포: 일본, 한국. 

    한반도 분포: 일본에서 도입되어 약용으로 재배; 전남에 귀화된 것으로 추정.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Jeongseon-gun, 

Imgye-myeon, near Imgye-ri 1355, Seokbyeong-san, around alt. 800 m, 

15 Aug 2015, H.J. Suh 3 (SNU [2 sheets]).  Jeonnam: Gwangyang-si, 

Okryong-myeon, near car road, entrance of Baekunsa temple, sunny place, 

cultivated, 20 Jun 2013, K. Kim 1355 (SNU [3 sheets]). 

 

3. Angelica czernaevia (Fisch. & C. A. Mey.) Kitag., J. Jap. Bot. 12: 241, 19

36.  Conioselinum czernaevia Fisch. & C. A. Mey., Index Seminum (St. 

Petersburg) 2: 33, 1836.  Type: Russia. Dahuria. 1831, Turczaninow s.n. 

(syntypes, G!—G00359351, G00359352 [photo at G!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ge.ch/musinfo/bd/ cjb/chg/?lang=en], P!—

P0227201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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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rnaevia laevigata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7: 740, 

1844.  Type: Based on Conioselinum czernaevia. 

Angelica gracilis Franch., Mém. Soc. Sci. Nat. Math. Cherbourg 24: 222, 1

884.  Type: Not cited. 

Angelica flaccida Kom.,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18: 431, 1

901.  Angelica czernaevia f. flaccida (Kom.) Pimenov, Bot. Zhurn. (Mosc

ow & Leningrad) 53: 945, 1968.  Angelica czernaevia var. flaccida (Ko

m.) Pimenov, Sosud. Rast. Sovetsk. Dal’nego Vostoka 2: 258, 1987.  

Type: Korea. “Provincia Kirin, ad ripas fl. Labacho fl. Sungari influentis”, 

24 Aug 1896, without collector (syntype, [not located]); “distr. Sam-

su, ad trajectum Peksan-ien”, 5 Aug 1897, Col? (syntype, [not 

located]). 

국명: 잔잎바디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6-1.5 m이다.  지하경은 짧고, 원주

형이며, 지름 1-2.2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갈색이며, 분지하고, 지름 0.8-

2 c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지름 3-8 mm, 속이 비

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장이 며,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

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6.5-12 cm

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며, 

길이 1.5-2.8 cm이고, 무모이나 간혹 배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경생엽

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 또는 장타원상 난형이고, 12.5-25 

× 5.5-23 cm, 양면 모두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광난형 내지 좁은 난형이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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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열하고, 9-12 × 6-10 cm, 선단은 예두,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이며,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2-7 cm이다.  측소엽은 좁은 난형 내지 피침형이

며, 갈리지 않거나 깊게 2 또는 3열하고, 5-7 × 1.5-3.5 cm이며, 최종열편은 

피침형이고, 2.5-8 × 0.7-2.5 cm이 며,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고, 3열하며, 

0.7-1.3 × 0.7-1.5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5-6.5 cm이

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22-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1.3 cm이다  

화경은 길이 15-25 cm이고,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며, 소

산경은 10-24(-30)개 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0.6-4.5 cm이고, 서로 길이

가 다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고, 있는 경우 

선형 내지 실 모양이며, 길이 4-6 mm,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1.5-8 mm이

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1-6장이고, 드물게 없으며, 있는 

경우 선형 내지 실 모양이고, 갈리지 않으며, 2.5-6 × 0.6-0.8 mm, 예두, 좁은 

평저이고,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5-4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

판은 백색 또는 녹백색이며, 도란형이고, 1-2 × 1.5-2.5 mm, 소산형화서 가장자

리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안쪽 화판보다 크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

이다.  수술은 길이 1-1.5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약 0.3 × 0.2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약 0.1 mm이며, 짧

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아구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8-3.6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반구형이며, 3-4 × 2-3 

mm, 무모이다.  배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고,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2 mm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1.2-1.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8개로, 늑간 아

래에 3개씩, 접합면에 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반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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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함남, 강원, 경북.  개울가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24 Jun 2012, C.W. Park et 

al. 68 (SNU [2 sheets]);  

    Korea. Gangwon: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

san, DATE? K. Kim & H.J. Suh 1415 (SNU);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san, DATE? K. Kim & H.J. Suh 1418 (SNU [2 

sheets]); Jeongseon-gun, Sindong-eup, Unchi-ri, near Donggang river, 

14 Oct 2014, D.H. Lee s.n. (SNU); Jeongseon-gun, Sindong-eup, Unchi-

ri, near Donggang river, 14 Oct 2014, D.H. Lee 2 (SNU); Jeongseon-gun, 

Sindong-eup, Unchi-ri, near Donggang river, 14 Oct 2014, D.H. Lee 3 

(SNU [2 sheets]); Yeongwol-gun, 14 Oct 2014, D.H. Lee 4 (SNU); 

Yeongwol-gun, 3 km away from Viola pacifica population near Donggang 

river, 14 Oct 2014, D.H. Lee 5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Deoku-ri, near Soejoe tunnel, 3 Oct 2014, H.J. Suh 1 (SNU); Jeongseon-

gun, 3 Oct 2014, H.J. Suh 2 (SNU); Yeongwol-gun, near Donggang river, 

near Jeomjae, 3 Oct 2014, H.J. Suh 3 (SNU [2 sheets]); Yeongwol-gun, 

Jeomjae, 19 Oct 2014, H.J. Suh 13, 14–17 (SNU); Inje-gun, Buk-myeon, 

30 Aug 2015, H.J. Suh 7-2, 7-5 (SNU). 

    Russia. Primorsky Krai: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near the car 

road, open area, 24 Sep 2012, C.W. Park et al. 895 (SNU 99340 [2 

sheets]);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near the car road, open are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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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12, C.W. Park et al. 898 (SNU [3 sheets]); Russia Island, 15 Jul 

2014, C.W. Park & T.Y. Choi 5 (SNU). 

 

4. Angelica genuflexa Nutt. ex Torr. & A. Gray, Fl. N. Amer. 1: 620, 1840.  

Type: U.S.A. Oregon state, Wappatoo Island, without date, Nuttall s.n. 

(syntypes, BM!—BM001042853, BM001042854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 collection-specimens]). 

Angelica refracta Schmidt, Reis. Amur-Land., Bot. 138, 1868.  

Angelica genuflexa subsp. refracta (Schmidt) M. Hiroe, Acta Phytotax. 

Geobot. 12: 175, 1950.  Type: Not cited. 

Angelica yabeana Makino, Somoku-Dzusetsu, ed. 3, 1: 347, 1907.  

Angelica refracta var. yabeana (Makino) Koidz., Bot. Mag. (Tokyo) 31: 

32,  1917.   Type: Japan. “Prov. Shimotsuke: Nikko”, without date, 

Makino s.n. (holotype, [not seen]). 

Angelica caudata Franch. ex H. Boissieu, Bull. Soc. Bot. France 56: 355, 

1909.  Type: Japan. “Forêt de Shibetcha (yeso)”, 21 Sep 1889, Faurie 

4931 (holotype, P!—P00753008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Angelica refracta var. multinervis Koidz., Bot. Mag. (Tokyo) 31: 32, 191

7.  Type: Japan. “Yezo: circa oppidum Hakodate”, without date, Col? 

(holotype, [not seen]). 

국명: 왜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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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5-1.5(-2) m이다.  지하경은 짧고, 

원주형이며, 지름 0.5-1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황갈색이며, 분지하고, 지

름 1-1.5 c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지름 4-9 m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 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드물게 숙존하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1 또는 2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6.5-1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고, 상부로 갈

수록 부풀며, 길이 2.5-8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며, (8-)15-32 × (6-)12.5-35 cm이고, 양면의 맥

과 가장자리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며, 엽축은 무릎 모양으로 굽는

다.  정생소엽은 능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3.5-5 × 2.5-3.4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0.5-2 cm

이다.  측소엽은 좁은 난형 내지 타원형이며, 갈리지 않고, 2-3.5 × 1.5-3 cm이

며,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고, 지

름 5.4-11.2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20-26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8-15 cm이고,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25-

)40-6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7-10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향축

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0.5-2 cm이며, 표면

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고, 소총포편은 4-6장, 선형 내지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

고, 길이 1.5-2 cm, 예두, 설저이며,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3-4 

m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띠는 백색이고, 도란형

이며, 1.3-1.8 × 약 1 mm이고,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으며, 상면과 가장자리

에 단모가 산생한다.  수술은 길이 0.5-1 cm이고, 약은 연황색 또는 자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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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이며, 0.5-0.6 × 약 0.4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1.8-2 mm이고, 화주판과 길이가 비슷하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아구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8-7.6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

간 납작하며, 반구형이고, 4-8 × 4-6 mm이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거나 

거의 무모이다.  배늑은 좁은 날개를 갖고,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2 mm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5-0.7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8개로, 늑간 아 래

에 1개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초승달 모양이며, 복면은 약간 오

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28.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북아메리카 북서부 태평

양 연안을 따라 생육. 

    한반도 분포: 강원.  산 속의 계곡과 초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Hongcheon-gun, 

Nae-myeon, near the Nae-myeon office, cultivated, 22 Aug 2015, H.J. 

Suh 29 (SNU [2 sheets]); Hongcheon-gun, Nae-myeon, near the Nae-

myeon office, cultivated, 22 Aug 2015, H.J. Suh 30 (SNU [4 sheets]). 

 

5. Angelica polymorph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9: 185, 1873.  Rompelia polymorpha (Maxim.)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25, 1916.  Type: Japan. Honshu, 

Yokohama, Hakone “asd rivulus in silvis vetustis”, 18 Oct 1862, 

Maximowicz s.n. (syntypes, K!—K001097187, [photo at K!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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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of http://apps.kew.org/herbcat/navigator.do], LE [not seen]); 

Kyushu, “Nagasaki, jugo Kundsho-san, in silvis mixtis udis”, Oct 

1863, Maximowicz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in 

Grubov, Catalogue of the type specimens of East Asian vascular plants 

in the Herbarium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 27, 2004 [not 

seen]); isolectotypes, G!—G00359376 [photo at G!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ge.ch/musinfo/bd/cjb/chg/?lang=en], GH 

[not seen], NY [not seen], P!—P00752989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Angelica uchiyamae Y. Yabe, Bot. Mag. (Tokyo) 17: 107, 1903.  Type: 

Korea. “Phyöng-an-do: Muranbong”, Aug 1902, Col? (holotype, TI!). 

Angelica fallax H. Boissieu, Bull. Soc. Bot. France 59: 199, 1912.  A

ngelica polymorpha var. fallax (H. Boissieu) Kitag., Neolin. Fl. Manshu

r. 476, 1979.  Type: Korea. Jeju, “(Corée: île Quelpaert), prope Honguo 

secus aquas Catasactae”, Jul 1907, Faurie 1825 (lectotype, P!—

P00602145,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10, 2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isolectotype, 

G!—G00359369, [photo at G!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

ge.ch/musinfo/bd/cjb/chg/?lang=en], KYO [not seen]); “Quelpaert”, 8 

Apr 1908, Taquet 4649 (syntype, [not located]); “in littore Sysken”, 25 

Jun 1908, Taquet s.n. (syntype, P!—P03237836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Quelpaert: in littore”, 11 Apr 

1911, Taquet 4796 (syntypes, G!—G00359370, P!—P  P03237838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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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cedanum taquetii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1: 245, 

1925.  Type: Korea. “Honguo, secus torrents”, Nov 1907, Taquet 109 

(lectotype, G!—G00359356,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10, 2017 [photo at G!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ville-

ge.ch/musinfo/bd/cjb/chg/?lang=en]; isolectotype, E!—E00417562 [pho 

to at E!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rbge.org.uk/]). 

Angelica sinuata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7: 333, 1930.  

Type: China. “Prov. Tschili: Hsiao-wo-tai-shan, Yang-kia-ping, Pei-

ko, in valle umbroso, 1050 m s.m.”, 26 Aug 1921, Smith 322 (lectotype, 

UPS,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10, 2017 [not seen]; 

isolectotypes, PE [not seen], S!—SG-420, [photo at S! through the 

website of http://plants.jstor.org/advancedSearch]); “Schan-tung: 

Kiautschou, Cap Yatau, in convallibus et in declivibus, in graminosis 

frequens”, without date, Tsingt 636 (syntype, [not seen]); “Schan-

tung: Lauschan-Gebirge, 350 m s.m.”, without date, Krug & Tsingt 387 

(syntype, [not seen]). 

Angelica wolffiana Fedde ex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8: 

110, 1930.  Conioselinum wolffianum (Fedde ex H. Wolff) Nakai, Bull. 

Natl. Sci. Mus. Tokyo 31: 87, 1952.  Type: Korea. Without specific 

locality and date, Taquet 860 (not seen). 

국명: 궁궁이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5-1.5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갈색 내지 암갈색이며, 분지하고, 비후되며, 지름 0.8-1.3 cm이다.  줄기는 진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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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또는 암자색이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다소 가늘고, 지름 0.5-1 cm, 속이 비

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 출상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상부

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7-15.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

만 남고,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장타원형이며, 상부로 갈수록 부풀고, 

길이 3-6.8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고, 13-30 × 13.5-27 cm이며, 양면의 맥 위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난형, 능상 난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깊게 3열

하며, 4.5-7 × 2.4-3.2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이고, 열편의 가장자리는 

불규칙하게 결각되며,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0.5-2 cm이다.  측소

엽은 좁은 난형 내지 난형이며, 불규칙하게 2 또는 3열하고, 2-5 × 1.2-3 cm이

며, 소엽병은 없거나 길이 2-5 m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

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고, 지름 8-11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28-4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8-2 cm이다.  화경은 길이 3.3-5.5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20-30(-4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8-4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

다.  총포편은 없거나 1장이고, 있는 경우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며, 약 1.5 cm

× 1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잔털거치연이다.  소화경은 길이 0.3-2 cm이

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고, 소총포편은 5-10장, 선형 내지 실 모양이며, 

갈리지 않고, 5-8 × 약 0.2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

성이고, 지름 2.5-4 mm이며, 악편은 매우 작고, 좁은 삼각형이며, 약 0.2 × 0.1 

mm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간혹 분홍색이고, 주걱형 내지 도란형이며, 1.2-

1.8 × 약 0.5 mm,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1.5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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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형 내지 타원형이며, 0.4-0.6 × 0.2-0.4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

이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0.7-0.8 mm이고,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

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넓은 장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4.6-6.8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며, 좁은 장타원형이고, 5-7 × 

2.5-5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1-1.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

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8-10월.          결실기:  9-11월. 

    분포: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계곡 근처 및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17 Sep 1935, 

Col? (SNU 9987, 9988, 9989, 9990). 

    Korea. Gangwon: Cheolwon-gun, Geunnam-myeon, Gwangdeok-san, 

alt. 880 m, S.P. Hong & H.S. Choi 384 (SNU); Inje-gun, Daeam-san, 28 

Sep 1969, Y.M. Kang s.n. (SNU 44691); Pyeongchang-gun, Yongpyeong-

myeon, Gyebang-san, at roadside, 1200 m from the bus stop of 

Araesamgeori, alt. 750 m, J. Kim 26 (SNU 90211 [2 sheets]); Hwacheon-

gun, Sanae-myeon, Gwangdeok-san, near stream, 7 Oct 2009, K. Kim 79 

(SNU); Hwacheon-gun, Sanae-myeon, Gwangdeok-san, near stream, 7 

Oct 2009, K. Kim 80 (SNU [4 sheets]); Taebaek-si, Sodo-dong,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55 (SNU [3 sheets]); Taeb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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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o-dong,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56 (SNU [2 

sheets]); Taebaek-si, Sodo-dong,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57 (SNU [2 sheets]); Taebaek-si, Sodo-dong,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85 (SNU [2 sheets]); Inje-gun, near forest road to 

Daeam-san, half shaded place, 23 Aug 2014, K. Kim et al. 1875 (SNU [2 

sheets]); Jeongseon-gun, Jeongseon-eup, Gariwang-san, 7 Sep 1989, 

H.W. Lee s.n. (SNU 70773); Hongcheon-gun, Nae-myeon, Chancheon-ri, 

Gyebang-san, Sujeonggol, Gyebangcheon stream, 20 Aug 1998, H.W. Lee 

& S.J. Lee 98-210 (SNU 93894 [2 sheets]; Samcheok-si, Myeon-san, 

19 Aug 1990, S.H. Oh s.n. (SNU 74022); Jeongseon-gun, Imgye-myeon,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9 (SNU); Jeongseon-gun, 

Imgye-myeon,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10 (SNU [2 

sheets]); Hongcheon-gun, Nae-myeon, Odae-san, Jogaedong swamp, 22 

Aug 2015, H.J. Suh 24 (SNU [2 sheets]).  Gyeonggi: Gapyeong-gun, 

Sang-myeon, Sangdong-ri, Jugeum-san, 29 Jul 1981, Y.H. Chung s.n. 

(SNU 51855);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the 

valley of Keungol, alt. 90 m, 15 Sep 1996, S. Kim 00375 (SNU 86574 [4 

sheets]);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5 Oct 1991, C.W. 

Park et al. 397 (SNU 81960); Pocheon-si, Sineup-dong, Wangbang-san, 

at the valley above the temple Bodeok, 20 Sep 1997, M.J. Yoo 284 (SNU 

87927 [3 sheets]).  Chungbuk: Yeongdong-gun, Yonhwa-myeon, Jodong-

ri, Minjuji-san, along the trail to Holgigol, 12 Oct 2012, K. Kim 1019 

(SNU).  Chungnam: Hongseong-gun, Gwangcheon-eup, Oseo-san, 200 m 

from Jeongamsa temple, alt. 200 m, S.K. Lee 154 (SNU 88320); 



370 
 

 

Boryeong-si, Taechon-myeon, Oseo-san, roadside, alt. 200 m, K.Y. Seo 

92 (SNU 88573 [2 sheets]); Boryeong-si, Taechon-myeon, Oseo-san, 

roadside, alt. 200 m, K.Y. Seo 92 (SNU 88574 [2 sheets]).  Jeonbuk: 

Muju-gun, Seolcheon-myeon, Deokyu-san, near Hyangjeok-bong, 1 Oct 

2010, K. Kim & H.K. Moon 327 (SNU [2 sheets]); Jinan-gun, Jucheon-

myeon, Gubong-san, 9 Sep 2007, M. Kim 70555 (SNU).  Jeonnam: 

Gurye-gun, Toji-myeon, Piagol, 24 Sep 1990, E.M. Hong s.n. (SNU 

73347); Haenam-gun, Samsan-myeon, Duryun-san, 15 Sep 1993, H.K. 

Yi s.n. (SNU 78181 [3 sheets]). 

 

  



371 
 

 

 
 
Fig. 40.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Angelica polymorpha 

Maxim. [Maximowiczi s.n. (K)]. 

  



372 
 

 

6. Angelica japonica A. Gray, Mem. Amer. Acad. Arts, n. s. 6: 390, 1858.  

Type: Japan. Ryukyu Islands, “obtained only at Katonasima, one of the 

islands between Japan and the proper Loo Choo group”, without date, 

Wright s.n. (lectotype, GH!—00026710, by Hara, J. Jap. Bot. 15: 769, 

1939). 

Angelica kiusian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8: 284, 

1873.   Type: Japan. “Kiusiu: litore arenoso sinus Simabarae circa 

pagum Himi, non procul a Nagasaki, Julio fructifera”, without date and 

collector (syntype, [not located]); Korea. “In archipel. Coreano”, in 

1863. Oldhami s.n. (syntype, LE [not seen]). 

국명: 갯강활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9-1.3(-1.5) m이고, 황백색의 유

액을 함유한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갈색이고, 분지하며, 비후되고, 지름 1.8-2.5 

cm이다.  줄기는 자녹색 내지 암자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비후되며, 지름 1-

2 cm, 속이 비어 있고, 상부에 짧은 단모가 다소 밀생 또는 밀생한다.  근생엽은 

1-(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16.5-25(-50) cm, 무 

모이며,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장타원형 내지 삼각형이고, 7-9.5 × 2.2-

4.4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광난형이며, 20-

30 × 18.8-29 cm이고, 두꺼우며, 상면은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짧은 단모가 맥 

위에 다소 밀생 또는 밀생하고, 하면은 연녹색으로, 광택이 나며, 무모이다.  근생

엽의 정생소엽은 광난형 내지 좁은 난형이고, 얕게 또는 깊게 3열하며, 5-10(-

15) × 5-9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비스듬한 원저이고, 가장자리는 예거치연

이며, 소엽병은 길이 1-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장타원형 내지 광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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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갈리지 않으며, 4-9 × 2-4 c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

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7-15 cm이고, 상부로 갈수

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엽초는 길이 6-8.5 c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12-36 

× 10-40.5 cm, 정생소엽은 3.5-5 × 1.5-2.5 cm, 측소엽은 3-5 × 2-2.5 cm

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 고, 1회 3출복엽이며, 2.2-3 × 1.9-3.2 cm이

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고, 지름 6-16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

이고, 20-4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5-2 cm이다.  화경은 길이 7-

25(-30) cm이고, 무모이거나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산경은 (20-

)26-4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2.5-8.5 cm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향축

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고,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0.2-1.6 

cm이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하고, 소총포편은 4-8장, 피침형 내지 좁은 난

형이며, 갈리지 않고, 1.2-1.5 cm× 1-2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으로, 지름 2.2-4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

란형이고, 1-1.8 × 0.5-1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

은 길이 1-1.5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5-0.6 × 0.3-0.4 mm

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약 0.8 mm이며,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고,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6-8.5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좁은 장타원형이며, 0.8-1 cm 

× 4-5 mm, 무모이다.  배늑은 좁은 날개를 가지고, 배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1.6-2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형이며, 복면

은 약간 오목하다. 

    개화기: 5-6월.          결실기: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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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일본, 한국. 

    한반도 분포: 전남 (거문도), 제주.  해안가의 모래땅 또는 암벽 틈.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ju: Seogwipo-si, Bomok-

dong, near Jeju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institute, on rocky seashore, 

28 Oct 2012, K. Kim 977, 978 (SNU); Jeju-si, Chuja-myeon, Chujado 

Island, Sinyang-ri, near sandy beach, 23 Nov 2013, C.W. Park et al. 1642 

(SNU). 

 

7. 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 Hook. f. ex Franch. & Sa

v., Enum. Pl. Jap. 1: 187, 1873.  Callisace dahurica Fisch. ex Hoffm., G

en. Pl. Umbell., ed. 2, 170, 1816.  Thysselinum dahuricum (Fisch. ex 

Hoffm.) Spreng., Syst. Veg., ed. 17, 1: 895, 1824.  Type: Russia. 

“Nertschinsky-zavod, Dahuria”, without date, Fischer s.n. (holotype, 

LE [not seen]). 

Angelica pubescens Maxim. var. glabra Y. Yabe, J. Coll. Sci. Imp. Univ. Tok

yo 16(4): 81, 1902.  Angelica glabra (Y. Yabe) Makino, Somoku-Dzus

etsu, ed. 3, 1(5): 43, 1907.  Type: Japan. “In Tokyo probabiliter 

spontanea”. 

Angelica tschiliensis H. Wolff, Acta Horti Gothob. 2: 319, 1926.  Type: 

Angelica macrocarpa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8: 111, 

1930.   Type: China. “Shansi: Chieh-hsiuh, Sung-lin Miao, in altis 

fructicetis herbosis, 1200”, without date, Smith 7777 (holotype, [not s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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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ca porphyrocaulis Nakai & Kitag., Rep. Exped. Manchoukuo Sect. I

V, pt. 1, 33, 1934.  Type: China. “Manchuria: Jehol, in monte Wuliing 

Shan”, 2 Sep 1933, Nakai et al. s.n. (holotype, TI?). 

국명: 구릿대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냄새가 나고, 키 (1-)1.5-2 m이

다.  지하경은 짧으며, 원주형이고, 지름 약 2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갈색 

내지 연갈색 이고, 대개 분지하지 않으며, 비후되고, 지름 1.8-2.3 cm 이다.  줄

기는 연녹색이며, 간혹 기부가 자색이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비후되고, 지름 

1.2-2.2 cm, 속이 비어 있으며, 상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2 또

는 3 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68 cm에 달하고, 기부에 짧

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엽초는 연녹색으로, 넓은 장타원형 또는 아원형

이며, 심하게 부풀고, 7-12 × 3.7-5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삼각형이고, 32-47.5 × 26-40 cm이며, 양면의 맥과 

가장자리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능형이

고, 3열하며, 6-9 × 3-2.5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이고, 기부는 연하저이

며,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치연으로 거치는 고르게 배열되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장타원상 타원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며, 3-5 × 1.5-2.5 cm

이고, 소엽병은 없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

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6-14.6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엽초는 6.2-10 × 4.6-6.5 cm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약 30 × 30 cm, 

정생소엽은 5-8 × 3-4.5 cm, 측소엽은 3-5 × 1-2.5 cm이며, 최상부 경생

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8-13 cm이며,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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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서는 양성이고, 44-8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2-2.3 cm이다.  화경

은 길이 4.5-10.4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20-

35(-50)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2-6.2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총포편은 1 또는 2장이거나 없으며, 있는 경우 최상부 경생엽과 유사

하다.  소화경은 길이 0.4-2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5(-10)장, 선상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3-8 × 0.3-1 mm, 

점첨두, 좁은 평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2-2.6 m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1-1.2 

× 0.6-0.8 mm, 무모 이다.  수술은 길이 1.5-2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아

구형 내지 타원형이며, 0.5-0.7 × 0.4-0.5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

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1.1-1.2 mm이고,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

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넓은 장타원형 내지 아구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5-6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다소 납작하며, 장타원형 내지 반구형이고, 

6-7 × 4.5-5.5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

개는 너비 약 1.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

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8월.          결실기: 8-10월. 

    분포: 대만,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 사면, 개울 근처 길가 및 초지; 약용으로 재배.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near the tra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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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wangbyeongsan Wetland, 24 Aug 2014, K. Kim & H.J. Suh 1901 (SNU);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near Danggol square, 9 Aug 2013, 

K. Kim 426 (SNU); Inje-gun, Old Dolsanryeong Road, 23 Aug 2014, K. 

Kim et al. 1879 (SNU [2 sheets]); Yangyang-gun, Hyeonnam-myeon, 

Manwol-san, Sangwolcheon-ri, alt. 370 m, 22 Jul 1998, H.W. Lee & S.J. 

Lee 98-189 (SNU 93874 [2 sheets]; Gangreung-si, Wangsan-myeon, 

Songhyeon-ri, Seokbyeong-san, entrance of the trail to the ridge, alt. 705 

m, 1 Jun 2002, C.W. Park et al. 403 (SNU [3 sheets]); Samcheok-si, 

Gagok-myeon, Punggok-ri, Myeon-san, 30 Jul 1990, S.H. Oh s.n. (SNU 

73834);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18 Aug 2013, H.J. Suh 

1016 (SNU [3 sheets]).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18 Aug 

2013, H.J. Suh 1016-1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Sohwangbyeongsan Wetland to 

Samyang pasture 2nd complex, 10 Aug 2014, H.J. Suh 27 (SNU [3 

sheets]); Imgye-gun, Seokbyeong-san, alt. 850 m, 13 Sep 2014, H.J. Suh 

1 (SNU [2 sheets]); Imgye-gun, Seokbyeong-san, alt. 850 m, 13 Sep 

2014, H.J. Suh 2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Deoku-ri, near 

Soejoe tunnel, 3 Oct 2014, H.J. Suh s.n.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7 Aug 2015, H.J. Suh 10 (SNU [4 

sheets]); Imgye-gun, Seokbyeong-san, 15 Sep 2015, H.J. Suh 5 (SNU [2 

sheets]); Chuncheon-si, Dongsan-myeon, Aug 2015, H.J. Suh 9 (SNU [4 

sheets]); Geumgan-gun, Geumgang-san, 11 Aug 1943, Col? (SNU 9952).  

Gyeonggi: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3 Aug 

1983, H. Kim s.n. (SNU 58154).  Jeju: Jeju-si, Yeon-dong, along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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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alt. 400 m, 16 Jul 2014, K. Kim 1701 (SNU [2 sheets]). 

 

8. Angelica anomala AvéLall., Index Seminum (St. Petersburg) 9: 57, 184

3.  Type: Russia. Argun river, without date and collector (holotype, LE 

[not seen]). 

Angelica montana Brot. var. angustifolia Ledeb., Fl. Ross. 2: 295, 1844.  

Type: Russia. “in Rossia media (Lithuania)”, without date, Eichwald s.n. 

(syntype, [not located]); “in Rossia media (Volhynia)”, without date, 

Eichwald & Besser s.n. (syntype, [not located]). 

Angelica sylvestris L. var. angustifolia Turcz.,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17: 738, 1844.  Type: Not cited. 

Angelica sachalinensis Maxim., Mém. Acad. Imp. Sci. St.-Pétersbourg 

Divers Savans 9: 127, 1859.  Angelica anomala subsp. sachalinensis 

(Maxim.) H. Ohba, Fl. Jap. (Iwatsuki et al., eds.) 2c: 299, 1999.  Type: 

Russia. “Auf Sachalin, an der West-Küste, auf feuchten grasreichen 

Flussfern”, Sep 1854, Weyrich s.n. (holotype, [not seen]). 

Angelica jaluana Nakai, Bot. Mag. (Tokyo) 28: 314, 1914.  Type: Korea. 

“Flum. Jalu”, 23 Jul 1897, Komarov 1180 (syntype, [not seen]); “in 

herbidis secus flumen Shiningawa”, Jul 1914, Nakai s.n. (syntype, TI?). 

Angelica rupestris Koidz., Bot. Mag. (Tokyo) 30: 79, 1916.  Type: Japan. 

Hokkaido, Ishikari, “Yezo: Mt. Ashibetsudake, 4800 ped. alt.”, in 1915, 

Koidzumi s.n. (holotype, [not seen]. 

Angelica refracta F. Schmidt var. glaucophylla Koidz., Bot. Mag. (Tokyo) 

31: 32, 1917.  Type: Japan. Hokkaido, Ishikari, “Yezo: mt. Yubarid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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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ug 1916, Koidzumi s.n. (holotype, [not seen]). 

국명: 개구릿대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8-1.5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황갈색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비후되며, 지름 1.5-2.6 cm이다.  줄기는 

자녹색이고, 상부에서 분지하며, 지름 1.2-2.3 cm, 속이 비어 있고, 상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한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개

화 시 시들고, 드물게 숙존하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

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4.5-1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장타원형이고, 2.5-6 × 

3-4.2 cm이며, 배축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

로 광난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며, 12-27.6(-33.5) × 6.5-22(-37) cm이고, 

상면에는 단모가 맥을 따라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며, 하면에는 단모가 맥을 따라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능형이고, 깊게 2 또는 3열하며, 4-8 × 3-6.5 cm, 선단

은 점첨두, 기부는 연하저이고,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이며,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피침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며, 3-10 × 1.2-4.5 

cm이고, 소엽병은 없으며,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

부가 둥글고, 지름 4.5-8.7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조, 20-36(-4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1.8 cm이다.  화경은 길이 4.3-20.2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20-45 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4.2 cm이고, 

향축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총포편은 1장이거나 없으며, 있는 경우 좁은 타원형

이고, 갈리지 않으며, 약 8 × 3 mm, 예두, 좁은 평저이다.  소화경은 길이 0.5-

1.5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3-7장, 추형이고, 갈리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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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4.5 × 1-1.5 mm, 예두, 좁은 평저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6-3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0.8-1 

× 0.6-0.8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5-2 

mm이며,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0.4-0.5 × 약 0.3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0.2-0.3 mm이며, 화주판과 길

이가 비슷하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

은 길이 4.2-6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좁은 타원형이며, 4.5-

6.2 × 2.5-4.5 mm,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배늑은 실 모양

이고,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1.2-2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형

이며,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동부), 일본, 중국 북부, 한국. 

    한반도 분포: 함남 (삼수), 강원.  산지의 개활지, 초지 또는 습한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Ganreung-si, Okgye-

myeon, Sangye-ri,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8 (SNU [3 

sheets]).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3 (SNU [2 

sheets]); Vladivostok, 3 Aug 2011, C.W. Park et al. 55 (SNU 107536 [2 

sheets]);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24 Sep 2012, C.W. Park et al. 

890 (SNU [2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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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gelica gigas Nakai, Bot. Mag. (Tokyo) 31: 100, 1917.  Type: Korea. 

“in rupibus montis Kum-gang-san”, without date, Nakai 4033 (syntype, 

TI?); “in rupibus secus torrents Changdadong, without date, Nakai s.n 

(syntype, TI?); “in herbidis montis Miroppon 1500 m”, without date, 

Nakai 6070 (syntype, TI?); “in monte Kum-gang-san”, without date, 

Uchiyama s.n. (syntype, TI?). 

국명: 당귀 

    식물체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냄새가 나고, 키 0.7-

1.2(-2)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갈색 내지 회갈색이고, 대개 분지하며, 비후

되고, 지름 1.5-4 cm이다.  줄기는 자녹색이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비후되며, 지

름 0.5-2.3 c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

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드물게 숙존하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 또는 3 회 3

출상 우상복엽이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20-35(-4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넓은 장타원형 또는 아원형이고, 상부로 갈수록 부풀며, 

4.3-7.4 × 3.2-4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진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난

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며, 22-37.4 × 23.5-37 cm이고, 상면에는 짧은 단모가 

맥과 가장자리를 따라 산생하며, 하면은 대개 무모이다.  정생소엽은 광난형, 능상 

난형 또는 난형이고, 우상심열하며, 15-22 × 10-13.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연하저이고,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넓은 

피침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고, 우상심열하거나 깊게 2열하며, 9-17 × 4.5-8 

cm이고, 소엽병은 없으며, 최종열편은 피침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고,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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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이며, 1 또는 2회 3출복엽이고, 0.8-2 

× 1-2.1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거의 구형이고, 지름 8-9.5 cm

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27-36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2.2 cm이

다.  화경은 길이 3.3-7.2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18-

46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5-4.5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

다.  총포편은 1 또는 2장이거나 간혹 없으며, 자녹색 또는 암자색이고, 있는 경우 

최상부 경생엽과 유사하며, 1.8-2 × 0.8-1.2 cm이다.  소화경은 길이 2-6 mm

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2-6장, 자녹색 또는 암자색이고, 

좁은 피침형 내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2-1 cm × 0.2-0.5 mm, 예두, 좁

은 평저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1.2-1.6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

은 암자색이며, 좁은 도란형이고, 0.6-0.8 × 0.2-0.4 mm이며, 선단부가 안으

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5-1 mm이며,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약 0.3 × 0.4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0.45-0.7 mm이며,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진녹색, 성숙 시 

자갈색이고, 타원형 또는 장타원상 난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4-6.8 mm이다.  분

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좁은 타원형 또는 좁은 장타원형이며, 4.5-7 × 

2.5-3.5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14개로, 늑간 아래에 1 또는 드물게 

2개씩, 접합면에 2-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특히 중부.  약용으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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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Pyeongchang-gun, 

Jinbu-myeon, Doota-san, 14 Aug 2014, T.Y. Choi & J.H. Kim 22 (SNU [2 

sheets]); Inje-gun, Daeam-san, 28 Sep 1969, Y.M. Kang s.n. (SNU 

44687);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near Mangkyeongsa 

temple, 12 Sep 2012, K. Kim et al. 490 (SNU); Hongcheon-gun, Nae-

myeon, Sogyebang-san, Changcheon-ri, Sangpyeong, near stream, alt. 770 

m, H.W. Lee & S.J. Lee 98-246 (SNU 93930 [3 sheets]); Samcheok-si, 

Gagok-myeon, Punggok-ri, Myeon-san, 19 Aug 1990, S.H. Oh s.n. (SNU 

74048); Hongcheon-gun, Nae-myeon, northern side of Sangwang-bong, 

446 road, alt. 890 m, 31 Aug 1998, C.W. Park et al. 10633-1 (SNU [3 

sheets]); Gangreung-si, Wangsan-myeon, Songhyeon-ri, Seokbyeong-san, 

from Sapdangryeong to Mokgye-ri, after the end of trail, right 500 m away, 

small valley, alt. 775 m, 22 Aug 2002, C.W. Park et al.390 (SNU [4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0 Aug 2014, H.J. Suh 11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0 Aug 2014, H.J. 

Suh 25 (SNU [3 sheets]);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7 Jun 1936, P.S. Toh s.n. (SNU 9972).  Seoul: Gwanak-gu, 

Gwanak-san, 23 Sep 1981, S.K. Nam s.n. (SNU 53041); Eunpyeong-gu, 

Bukhan-san, 30 Aug 1930, P.S. Toh s.n. (SNU 0071).  Gyeongbuk: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shady plcae, 29 Aug 

1993, J.H. Park s.n. (SNU 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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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Enum. Pl. Jap. 1: 187, 187

3.  Porphyroscias decursiva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62, 

1867.  Peucedanum decursivum (Miq.) Maxim., Bull. Acad. Imp. Sci. Sa

int-Pétersbourg 31: 52, 1886.  Type: China. “Hubei: Badaohe, on river 

banks, 850 m”, 20 Sep 1905, Silvestri 1646 (isotype, FI?). 

Pimpinella decursiva (Miq.)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16: 23

7, 1919.  Type: China. “Prov. Schantung, Clarabucht, am sandigen 

Meeresstrande”, without date, Krug 463 (syntype, B?); “Tsingtau: 

Kaiserl. Oberförsterei Iltisberg”, without date, Kiautschau 232 (syntype, 

B?). 

Peucedanum decursivum var. albiflorum Maxim., Bull. Acad. Imp. Sci. Sai

nt-Pétersbourg 31: 52, 1886.  Peucedanum decursivum f. albiflorum (Max

im.) Y. Yabe, J. Coll. Sci. Imp. Univ. Tokyo 16(4): 97, 1902.  P

eucedanum porphyroscias Makino var. albiflorum (Maxim.) Makino, Bot. 

Mag. (Tokyo) 18: 66, 1904.  Angelica decursiva f. albiflora (Maxim.) 

Nakai, J. Coll. Sci. Imp. Univ. Tokyo 26(1): 268, 1909.  Peucedanum po

rphyroscias f. albiflorum (Maxim.) Matsum., Index Pl. Jap. 2(2): 440, 

1912.  Angelica decursiva var. albiflora (Maxim.) Nakai, Chosen Sh

okubutsu 407, 1914.  Type: Japan. “In Kiusiu interioris alpibus”, without 

date, Maximowicz s.n. (not seen). 

Peucedanum porphyroscias Makino, Bot. Mag. (Tokyo) 18: 65, 1904.  

Type: Based on Porphyroscias decursiva Miq. 

국명: 바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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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냄새가 나고, 키 0.6-2 m이다.  지

하경은 원주형이며, 지름 약 1.5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갈색이며, 분지하

고, 지름 0.7-1.8 cm이다.  줄기는 녹색 또는 자녹색이며, 대개 분지하지 않고, 

지름 3-5 mm,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1 또는 2회 3출상 우상복

엽 또는 1회 3출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드물게 숙존하고, 엽병은 길다.  경생엽

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24-35.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며, 간혹 상부로 갈수록 부풀고, 길이 2.7-3.8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이고, 17.5-20.5 × 15.5-23 cm이며, 

상면에는 짧은 단모가 맥과 가장자리를 따라 산생하고, 하면은 무모이다.  정생소

엽은 광난형 내지 난형이며, 깊게 3 또는 5열하고, 9-17 × 7.5-13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또는 연하저이며,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이고, 침상 예거치연

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난형 내지 장타원상 타원형이고, 깊게 2 또

는 3열하며, 6-15 × 3.4-10 cm이고, 소엽병은 없으며, 최종열편은 도란형 또

는 피침형 내지 좁은 장타원형이고, 4-11 × 2-4.2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다소 편평하며, 지름 3.8-5 cm이고, 소산

형화서는 양성이며, 28-32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0.8-1 cm이다.  화경

은 길이 3-7.2 cm이며,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고, 소산경은 10-14(-22)

개이며,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길이 1.1-4.5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총포편은 1-3장, 자녹색이고, 최상부 경생엽과 유사하며, 

1.5-2.7 × 0.6-1 cm이다.  소화경은 길이 1-4(-5) mm이고, 표면에 짧은 단

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3-8장, 녹색 또는 자녹색이고, 선상 피침형이며, 갈

리지 않고, 4.5-5.2 × 0.4-0.6 mm, 예두, 좁은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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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지름 1.5-1.8 mm이며, 악편은 작고, 삼각형이며, 약 0.1 × 0.1 mm이다.  

화판은 자색 또는 드물게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0.7-1 × 0.5-0.7 mm이고, 선단

부가 짧게 안으로 굽으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0.4-0.7 mm이고, 약은 암자색

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며, 약 0.5 × 0.4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고, 

무모이며, 화주는 길이 0.3-0.4 mm이고,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아구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8-6.5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며, 반구형이고, 4-6.8 × 3-4.5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7-1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

관은 8-18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

은 장타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의 초지, 저지대 및 구릉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Sundam, 8km SE 

Chorwon, common on moist drain insun”, alt. 140 m, 11 Jun 1967, Y.H. 

Chung s.n. (SNU 571); Taebaek-si, Sodo-dong, Taebaek-san, near 

Danggol square, 12 Sep 2012, K. Kim 781 (SNU); Gangreung-si, 

Wangsan-myeon, Songhyeon-ri, Seokbyeong-san, from Sapdangryeong to 

Mokgye-ri, near trail, alt. 690 m, 22 Aug 2002, C.W. Park et al. 235 (SNU 

[5 sheets]); Gangreung-si, Wangsan-myeon, Songhyeon-ri, Seokbyeong-

san, from the top of Duri-bong to Sapdangryeong, heliport section, alt. 980 

m, 22 Aug 2002, C.W. Park et al. 451 (SNU [3 sheets]).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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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2 Oct 1983, H. Kim s.n. 

(SNU 58157);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6 Oct 2012, K. 

Kim 511 (SNU);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the 

valley of Anngol, alt. 100 m, Sep 1996, S. Kim 00344 (SNU 86543 [2 

sheets]); Gapyeong-gun, Ha-myeon, in a damp grassland near the parking 

place, 6 Sep 1992, J.H. Mun 243 (SNU); Dohwa-san, 20 May 1983, H.C. 

Shin s.n. (SNU 57448); Guri-si, Donggu-dong, in Donggureung, Nov 2012, 

H.J. Suh 1, 2, 2-1–3 (SNU).  Chungbuk: Danyang-gun, Gagok-myeon, 

Sobaek-san, without date, H.K. Choi s.n. (SNU); Yeongdong-gun, 

Yonghwa-myeon, Minjuji-san, 21 Oct 2012, K. Kim 1018 (SNU); 

Jecheon-si, Hansu-myeon, Worak-san, 19 Aug 1988, J.H. Lee s.n. (SNU 

67727); Jecheon-si, Hansu-myeon, Worak-san, small spring, 26 Aug 

1988, J.H. Lee s.n. (SNU 68065–68067); Danyang-gun, Danyang-eup, 

Sobaek-san, from 2nd Yeonhwabong to astronomical observatory, left 

slope, alt. 1200 m, 6 Aug 1999, C.W. Park et al. 10672 (SNU [2 sheets]); 

Boeun-gun, Hapnae-ri, Songni-san, mountain slope, Soksachi to 

Daeheung-ri, 1 Sep 1994, Y. Shin 374 (SNU 81365); Boeun-gun, 

Hapnae-ri, Songni-san, mountain slope, Soksachi to Daeheung-ri, 1 Sep 

1994, Y. Shin 375 (SNU 81366); Boeun-gun, Hapnae-ri, Songni-san, 

mountain slope, Soksachi to Daeheung-ri, 1 Sep 1994, Y. Shin 376 (SNU 

81367); Boeun-gun, Hapnae-ri, Songni-san, mountain slope, Soksachi to 

Daeheung-ri, 1 Sep 1994, Y. Shin 377 (SNU 81368).  Chungnam: 

Boryeong-si, Taechon-myeon, Oseo-san, at the roadside, 2 Oct 1997, Y.S. 

Cho 71 (SNU 88060 [2 sheets]); Cheonan-si, Dongnam-gu, Yur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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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san, 16 Aug 1988, M.Y. Kim s.n. (SNU 67119); Taean-gun, 

Anmyeon-eup, Anmyeondo Island, alt. 30 m, 3 Oct 2014, H.J. Suh 1 (SNU 

[2 sheets]); Seosan-si, Palbo-myeon, Geumhak-ri, 27 Aug 2016, H.J. Suh 

14-1 (SNU [2 sheets]).  Gyeongbuk: Yeongyang-gun, Subi-myeon, Ilwol-

san, 19 Sep 2007, M. Kim 70566 (SNU);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shady plcae, 10 Oct 1993, J.H. Park s.n. (SNU 78398);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15 Oct 1993, J.H. Park 

s.n. (SNU 78239).  Jeonbuk: Muju-gun, Seolcheon-myeon, Gucheon-don, 

Deokyu-san, from Hyangjeok-bong to Deokyupyeongjeon, mountain ridge, 

1 Oct 2011, K. Kim & H.K. Moon 336 (SNU [2 sheets]); Jinan-gun, 

Jucheon-myeon, Gubong-san, 9 Sep 2007, M. Kim 70545 (SNU [2 

sheets]).  Jeonnam: Haenam-gun, Samsan-myeon, Duryun-san, 15 Sep 

1993, H.K. Yi s.n. (SNU 78003 [2 sheets]).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t et al. 41-3 (SNU [2 

sheets]); Khasansky district, near Ryazanovka river, 24 Sep 2012, C.W. 

Park et al. 900, 901, 909 (SNU).  

 

12. Angelica amurensis Schischk., Fl. URSS 17: 19, 352, 1951.  Type: 

Russia. “Prov. Chabarovsk, in quercetis prope pag. Venjukova”, 2 Sep 

1928, Vassiljev s.n. (holotype, LE!). 

국명: 지리강활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강한 냄새가 나고, 키 0.6-1.5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갈색이고, 분지하지 않으며, 지름 0.8-2 cm이다.  줄기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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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또는 암자색이고, 흔히 상부가 녹색을 띠며, 상부에서 분지하고, 비후되며, 지

름 0.6-1.8 c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 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

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진녹색 또는 자녹색이며, 길이 18-30.5 cm이다.  엽초

는 녹색으로, 좁은 장타원형이고, 약간 부풀며, 2.7-4 × 2.9-3.8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난형 또는 삼각형이며, 27.5-48 × 

35.5-50 cm이고, 상면에는 짧은 단모가 맥과 가장자리를 따라 산생하며, 하면은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능형 또는 광난형이고, 깊게 3열하며, 10-12 × 

11.5-14.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가장자리는 백색의 막질이며, 침상 

예거치연으로 거치는 고르게 배열되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형 또는 피침형이며, 대개 갈리지 않거나, 불균일하게 2열하거나 또는 깊게 3열

하고, 5-10 × 2-8 cm이며, 소엽병은 없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

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0-18 cm이고, 상부로 갈

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엽초는 4-6.4 × 1.4-2.6 cm이다.  경생엽의 엽신

은 23-58 × 28-50 cm이고, 경생엽의 정생소 엽은 7.2-10.5 × 6.2-11.2 

cm, 측소엽은 4-6 × 2-4.5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

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5.5-8 cm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이고, 34-44

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2-1.5 cm이다.  화경은 길이 11-15 cm이고,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산경은 23-43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2-9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길이 

0.2-0.6(-1.6)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6-8장, 피침

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4.5-6 × 0.5-1 mm, 예두, 좁은 평저이고, 무모이다.  꽃

은 양성이며, 지름 약 2 mm이고,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난형이고, 

0.5-0.7 × 0.2-0.4 mm이며, 선단부가 짧게 안으로 굽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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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2 mm이며,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약 0.2 × 0.2 mm

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0.4-0.5 mm이며, 화주

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아구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5-4 mm이다.  분과는 배면으로 약간 납작하고, 반구형이며, 3.4-5.8 × 

2.7-4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1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8-12개로, 늑간 아래에 1 또는 드물게 2개

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9-10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함남, 강원, 경북, 경남.  산지의 습지.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24 Jun 2012, C.W. Park et 

al. 67 (SNU); Wangcheong-hyeon, Cheongyoryeong-jin, 18 Jul 2013, J.H. 

Park et al. 280 (SNU [2 sheets]). 

    Korea. Hamnam: Jangjin-gun, Bujeon Plateau, P.S. Toh & H.J. Shim s.n. 

(SNU 9763, 9964).  Gangwon: Inje-gun, Daeam-san, 4 Jul 1967, Y.H. 

Chung & M.Y. Kang s.n. (SNU 40840); Taebaek-si, Sangjang-don, 

Taebaek-san, 15 Jul 1996, J. Song 00123 (SNU 86764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3 Aug 2016, K. Kim & H.J. Suh 2016-329-4 (SNU [2 sheets]);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alt. 900 m, 

13 Sep 2014, H.J. Suh 5 (SNU [3 sheets); Yanggu-gun, Dong-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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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rang-ri, alt. 947 m, 4 Aug 2015, H.J. Suh 2 (SNU [3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0 Aug 2014, H.J. Suh 13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near the trail of 

Sohwangbyeongsan Wetland, 24 Aug 2015, H.J. Suh 24 (SNU [2 sheets]).  

Gyeongnam: Jiri-san, 22 Jul 1935, T.H. Chung s.n. (SNU 9974); Jiri-san, 

5 Aug 1939, Col? (SNU 10082).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105 (SNU [5 

sheets]); 4 Aug 2011, C.W. Park et al. 92 (SNU [2 sheets]); 4 Aug 2011, 

C.W. Park et al. 104 (SNU [2 sheets]); 4 Aug 2011, C.W. Park et al. 141-

1(SNU [2 sheets]); Chernyatino, riverbank, 23 Sep 2012, C.W. Park et al. 

882 (SNU [4 sheets]). 

 

12. Angelica reflexa B. Y. Lee, J. Sp. Res. 2: 245, 2013.  Type: Korea. 

Gangwon-do, Inje-gun, Seohwa-myeon, Seohwa-ri, Mt. Daeam, along 

a stream flowing from the top lake of the mountain, Yong-neup, 19 Sep 

2009, Lee 090919-11 (holotype, KB!; isotype, KB!). 

국명: 강활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양성화주이며, 키 0.8-1.2 m이 다.  지하경은 짧고, 원

주형이며, 지름 1-2 c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갈색이며, 분지하지 않고, 지름 

0.8-2 cm 이다.  줄기는 자녹색이며, 흔히 상부가 녹색을 띠고, 상부에서 분지하

며, 지름 0.6-1.3 c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2회 3출상 우상복엽

이며, 개화 시 시들고, 드물게 숙존하며, 엽병은 길다.  경생엽은 2회 3출상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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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엽으로,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진녹색 또는 자녹

색이며, 길이 18-32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무모이다.  엽

초는 녹색으로, 상부로 갈수록 부풀고, 좁은 장타원형이며, 3-6.5 × 1.8-4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난형 또는 삼각형이며, 25-

38 × 28-40 cm, 상면에는 짧은 단모가 맥과 가장자리를 따라 산생하고, 하면은 

무모이며, 엽축은 무릎 모양으로 현저히 굽는다.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삼각형이

고, 깊게 3열하며, 5.5-10 × 4-7 cm, 선단은 점첨두, 기부는 설저, 가장자리

는 침상 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측소엽은 난상 장타원형 내지 피침형

이며, 갈리지 않고, 3.5-6.5 × 1.5-3 cm이며, 소엽병은 없고, 최상부 경생엽은 엽

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편평하며, 지름 4.5-10 cm이고, 소산형화서

는 양성이며, 15-20(-35)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1.4 cm이다.  화

경은 길이 4.5-7 cm이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고, 소산경은 (16-)20-

25(-42)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2-6.2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밀

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드물게 1장이고, 있는 경우 선상 피침형이며, 1.5-5 cm 

× 1-6 mm이다.  소화경은 길이 0.4-1.6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6-12장, 선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8-1.4 cm× 0.2-0.3 mm, 예

두, 좁은 평저이고, 잔털거치연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1.5-1.8 mm이고, 악편

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이고, 약 1 × 0.5-0.6 mm이며, 선단부

가 짧게 안으로 굽고, 상면과 가장자리에 단모가 산생한다.  수술은 길이 2-3 mm

이며, 약은 연황색 또는 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타원형이고, 0.3-0.4 × 약 0.4 

mm이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길이 0.2-0.3 mm이며,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고, 장타원형이며, 분

과병은 길이 4.6-6.5 mm이 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고, 좁은 장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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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며, 5-7 × 4.2-5.3 mm, 무모거나 거의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

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1.2-1.5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8-9월.          결실기: 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강원, 경북.  산지 계곡 근처 습한 곳.  800-1200 m.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Inje-gun, Seohwa-

myeon, Seoheung-ri, edge of Yongneup Swamp, 23 Aug 2014, K. Kim & 

H.J. Suh 1864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mountain ridge of Sohwangbyeong-san, 10 Aug 2014, H.J. 

Suh 1 (SNU [3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near Sohwangbyeong-san, trail, 10 Aug 2014, H.J. Suh 22 

(SNU [3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7 Aug 2015, H.J. Suh 8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7 Aug 2015, H.J. Suh 12 (SNU [2 sheets]);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9, 10 (SNU);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13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aegwanryeong-

myeon, Hoenggye-ri, Sohwangbyeongsan Wetland, 22 Aug 2015, H.J. Suh 

31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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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wangbyeongsan Wetland, 22 Aug 2015, H.J. Suh 33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Sohwang- 

byeongsan Wetland, 22 Aug 2015, H.J. Suh 34 (SNU [2 sheets]).  

Gyeongbuk: Bonghwa-gun, Nutjae, 19 Aug 2013, H.J. Suh 1014 (SNU [3 

sheets]). 

 

30. Ostericum Hoffm., Gen. Pl. Umbell., ed. 2, 162, 1816. 

Type: O. pretense Hoffm. 

국명: 묏미나리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다.  뿌리는 수염뿌리 또는 원뿌리이다.  지하경은 

짧고, 가늘거나 비후된다.  줄기는 직립하며, 대개 분지하고, 가늘거나 비후되며, 원

통형이고, 세로로 홈이 지며, 대개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무모이고, 

탁엽은 없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좁은 난형 내지 광난형이거나 삼각상 난형이며, 

소엽은 전연이거나,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거나, 깊게 3열하거나, 우상으로 결각되

거나 또는 우상심열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0-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세로로 홈이 지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으며, 소산경은 5-20개 또는 그 이상이고, 서로 길이가 다르며, 세

로로 홈이 지고, 표면에 털이 있다.  총포편은 1-(9)장이며, 드물게 없고, 피침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소화경은 서로 길이

가 다르며, 소총포편은 5-10장,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선단

부가 예두 또는 [점첨두]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꽃은 양성이며, 방사상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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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악편은 뚜렷하다.  화판은 백색, [녹색, 황백색 또는 암자색]이며, 아원형 내지 

도란형이고, 선단부는 안으로 굽으며, 설저이고, 기부에 화조가 있으며, 무모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고,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며, 무모이고, 

화주는 반곡하거나 [비스듬히 선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난형 또는 광타원형

이며,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고, 좁은 장타원형 내지 

좁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1차늑은 뚜렷하며, 배늑은 실 모양이거나 좁은 날개

를 갖고, 측늑은 넓은 날개를 가지며, 날개는 건막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20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8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x = 9, 11. 

    분류군 수: 약 10종 (한반도 3종). 

    분포: 동아시아, 동유럽. 

<한반도산 묏미나리속의 검색표> 

1. 소엽은 우상심열하며, 최종열편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최종열편의 가장

자리는 전연이다 ·························································· 1. O. maximowiczii 

1. 소엽은 갈리지 않거나 3열하고, 가장자리는 예거치연이거나 우상으로 갈린다. 

2. 총포편은 4-8장, 드물게 9장이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

면에 2개가 있다 ····································· 2. O. grosseserratum  신감채 

2. 총포편은 1 또는 2장, 드물게 3장이거나 없다.  유관은 8-20개로, 늑간 아

래에 1-3개씩, 접합면에 4-6(-8)개씩 있다 ··········································

······································································· 3. O. sieboldii  묏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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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tericum maximowiczii (F. Schmidt) Kitag., J. Jap. Bot. 12: 232, 1936.  

Gomphopetalum maximowiczii F. Schmidt in Maxim., Mém. Acad. Imp. 

Sci. St.-Pétersbourg Divers Savans 9: 126, 1859.  Angelica maximowic

zii (F. Schmidt) Benth. ex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

sbourg 19: 274, 1874.  Type: Russia. “Mandsuria, ad fl. Amur [bei 

Tschjutscha unterhalb der Garin-Mündung”, 4 Aug 1855, Maack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1: 1282, 2006 [not seen]); “In der Küstenregion: im Nadelwalde um 

die Bai de Castries”, 24 Jul 1854, Maximosicz s.n. (syntype, LE [not 

seen]); “Am untern Amur: in GehGehölzen zwischen Nikolajevsk und 

Tschhirkrach, 22 Aug 1854”,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In hohen Amurufer gegenüber Nikolajevsk”, 18 Aug 1854,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Im Nadelwalde um Kitsi und Kotton 

(Mariinsk)”, 1 Sep 1854, Maximowiczii s.n. (syntype, LE [not seen]); 

“Im Bureja-Gebirge, am Fusse nach Nord gelegener Abhänge unweit 

Chinganskoi Piket”, 20 Aug 1856”, Maximowicz s.n. (syntype, LE [not 

seen]).  

Angelica florenti Franch. & Sav.,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

9: 274, 1874.  Ostericum florenti (Franch. & Sav.) Kitag., J. Jap. Bot. 1

2: 237, 1936.  Type: Japan. “in silvis alpinis Fudji yama”, without date, 

Maximowicz s.n. (syntype, LE?); “in monte Fudji yama”, 1880, Savatier 

s.n. (syntype, P!—P03221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Hakone, in editissimis umbrosis”, in 1866, 

Savatier 495 (syntype, P!—P04347253 [photo at P!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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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of http://www.mnhn.fr/]); “in trachis Hakone”, without date, 

Savatier s.n. (syntypes, P!—P00752993, P0075299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Fudji yama”, in 1864, 

Tschonoski s.n. (syntypes, C—C10005776 [not seen], P!—P03221018, 

P04100701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Var. maximowiczii 

    국명: 가는바디 

    식물체는 키 0.4-1.2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경은 황갈색이고, 

지름 2-5 m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대개 상부에서 분지하고, 가늘며, 지름 2-

4 m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대개 1장이며, 2 또는 3회 3출상 우상

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4-6장이고,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길이 (3-)5-16.5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1-2.2 × 1-1.5 cm, 무

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좁은 난형 내지 광난형이며, 6-

15 × 5.5-16 cm, 상면은 무모이고, 하면에는 단모가 산생한다.  정생소엽은 좁은 

난형 내지 난형이며, 우상심열하고, 2-3 × 1.2-2.5 cm, 선단은 점첨두, 가장자리

는 전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 cm이다.  측소엽은 피침형 내지 좁은 난형이

고, 우상심열하며, 2-2.5 × 1-1.5 cm, 선단은 점첨두, 가장자리는 전연이고, 최

종열편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0.8-1.5 cm× 2-5 mm이다.  최상부 경

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6-9 cm이며, 소산

형화서는 (10-)18-24(-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2.2 cm이다.  

화경은 길이 6.8-14.5 cm이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

산경은 (10-)14-18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1.1-4.2 cm이며, 표면에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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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가 다소 밀생 또는 밀생한다.  총포편은 1-3장이고, 조락하며, 피침형이고, 

1-2.3 cm × 1-4 mm, 예두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길이 4-8.5 mm이고, 옆

으로 퍼지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5-7(-10)

장,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며, 4-7(-9) × 0.2-0.5 mm, 예두, 평저이고, 무모

이다.  꽃은 지름 2.8-3.2 mm이며, 악편은 삼각상 난형으로, 0.5-1 × 0.2-0.5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아원형 내지 도란형이며, 1.2-1.5 × 약 1 mm

이다.  수술은 길이 1-1.2 mm이고, 약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며, 

약 0.5 × 0.3 mm 이다.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0.7-0.9 mm이다.  분열과는 미성

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장타원형 내지 난형이다.  분과병은 길이 3.2-4.3 

mm이다.  분과는 좁은 장타원형 내지 좁은 난형이고, 3.5-4 × 2.5-2.8 mm, 

무모이다.  배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1 mm이다.  

유관은 6-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타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동부),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함북, 강원.  산 정상의 개활지 및 습지. 

    Pan and Watson (2005)은 주로 잎 최종열편의 형태 및 소산경의 수에 근

거하여, var. maximowiczii, var. australe (Kom.) Kitag., var. filisectum (Y. 

C. Chu) C. Q. Yuan & R. H. Shan 및 var. alpinum C. Q. Yuan & R. H. Shan 

등 4개의 변종을 인식하였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개체들은 모두 잎의 최종열편이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소산경이 10-18개인 특징에 의해 var. 

maximowiczii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리(1997)는 var. maximowiczii(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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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 비해 잎의 최종열편의 너비가 더 좁고, 선형이며, 최종열편간의 거리가 상대

적으로 먼 개체들을 O. maximowiczii var. australe (Kom.) Kitag. f. australe 

(작은가는바디풀), 잎의 최종열편이 가는 실 모양이고, 식물체의 키가 작은 (20-

30 cm) 개체들을 f. palustris (Gorovoj) Kim (실가는바디풀)로 인식하여 한반도 

북부(양강, 함북, 함남)에 분포한다고 하였으나, 본 분류학적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

할 만한 표본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Additional speimens examined:  China. Jilin: Tumen, Aekmokjin Swamp, 

13 Jul 2013, J.H. Park et al. 37, 76, 77 (SNU) 

    Korea. Gangwon:  Inje-gun, Buk-myeon, Daeam-san, in Yongneup 

Swamp, 23 Aug 2014, K. Kim et al. 1851, 1855, 1865, 1866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24 Aug 2014, K. Kim et al.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8, 

1899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3 Aug 2016, K. Kim et al. 326-2-1, 321-2-2, 321-2-

3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3 Sep 2015, H.J. Suh 41-1, 41-2, 41-3, 41-4, 41-5, 

41-6, 41-7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Jilmoe Wetland, 13 Sep 2015, H.J. Suh 41-8 (SNU [2 

sheets]).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109 (SNU [3 

sheets]); 23 Jun 2016, C.W. Park et al. 6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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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 J. Jap. Bot. 12: 233, 1936.  

Angelica grosseserrat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

rg 19: 275, 1874.  Type: China. “In China boreali, non procula Pekini, in 

montibus prope coemeterium militare Dun-lin”, Aug 1856, Tatarinov 

s.n. (holotype, LE [not seen]). 

Angelica mongolica Franch., Nouv. Arch. Mus. Hist. Nat., sér. 2, 6: 21, 18

83.  Type: Mongolia. “Mongolie orient. Géhol, des montagne, près de 

ruisseau, bois humide”, Sep 1864, David 2180 (lectotype, P!—

P02573483,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80, 2017; 

isolectotypes, P!—P02573482, P02573484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Angelica korean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31: 51, 

1886.  Ostericum koreanum (Maxim.) Kitag., J. Jap. Bot. 12: 235, 1936.  

Type: Russia. “Ad Koreae limites: locis lapidosis circa sinum Possiet 

[Mandshuria austroorientalis, Bai Victoria, Possjet”, 12/24 Sep 1860, 

Maximowicz s.n. (letotype, LE, designated by Vinogradova, Bot. Zhurn. 

(St. Petersburg) 91: 1280, 2006 [not seen]; isolectotype, LE [not 

seen]). 

Angelica peucedanoides H. Wolff, Acta Horti Gothob. 2: 321, 1926.  Type: 

China. “Prov. Chili: Hsiao-wu-tai-shan, Yang-kia-ping, ovan Pei-ko, 

ca. 1050 m.s.m.”, 21 Aug 1922, Smith 610 (lectotype, UPS,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80, 2017 [not seen]; isolectotype, GB!

—GB-0048797 http://herbarium.emg.umu.se/standard_search.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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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신감채 

    식물체는 키 0.5-1.2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경은 갈색이고, 지름 

0.8-1.4 cm이다.  줄기는 진녹색이며, 기부가 암자색을 띠고, 대개 상부에서 분지

하며, 가늘 고, 지름 4-6 mm,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고,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

상복엽이고, 하부 경생엽의 경우 엽병은 길이 (5-)10-20 cm이며, 상부로 갈수

록 짧아져 엽초만 남고, 엽초는 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1.2-2.8 × 0.5-1.2 

cm, 무모이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고, 14-

30 × 10-35.5 cm, 상면은 진녹색, 하면은 녹색이며, 양면 맥 위에 짧은 단모가 산

생 내지 다소 밀생한다.  정생소엽은 광난형 또는 능상 난형이고, 깊게 3열하며, 

4-5.5 × 2.8-4.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가장자리는 잔털거치 연이

며, 중앙열편은 우상으로 결각되고, 소엽병은 길이 1-2 cm이다.  측소엽은 난형이

며, 2-2.5 × 1-1.5 cm이고, 소엽병은 없다.  최상부 경생엽은 대개 깊게 3열하며, 

간혹 우상으로 갈리고, 1.5-3.5 × 1.5-3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5-7.5 cm이고, 소산형화서는 12-22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1-1.8 

cm이다.  화경은 길이 3-11.8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고, 소산경은 8-12개이며, 옆으로 퍼지고, 길이 1-3 cm이며,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4-8장, 드물게 9장이고, 간혹 조락하며, 선상 피침

형이고, 2-5.5(-9) × 0.5(-0.9) mm, 예두, 무모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며, 

길이 1.2-3 mm,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고, 소총포편은 5-10

장, 선형 내지 선상 피침형이며, 2-3 × 0.2-0.3 mm, 예두, 설저이고, 무모이

다.  꽃은 지름 2.8-3.3 mm이며, 악편은 좁은 삼각상 난형이고, 0.3-0.4 × 0.2-

0.3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 도란형이며, 0.7-1 × 0.5-0.7 mm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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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길이 1.6-2.2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광타원형이며, 0.2-0.3 × 약 0.2 

mm이다.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0.3-0.4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광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4-4.8 mm이다.  분과는 타원

형이며, 3.5-5 × 2.5-2.8 mm, 무모이다.  배늑에는 좁은 날개가 있고,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다.  유관은 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타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18.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몽골,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지의 초지, 저지대 및 구릉지. 

    Additional examined speimens:  Korea. Gangwon: Hwacheon-gun, 

Sanae-myeon, Gwangdeok-san, 7 Oct 2009, K. Kim 78 (SNU [2 sheets]); 

Chuncheon-si, Daeryong-san, 3 Sep 2011, K. Kim & G.S. Bhandari 405 

(SNU); Wonju-si, Socho-myeon, Chiak-san, near Guryongso valley, 17 

Sep 2013, K. Kim & H.J. Suh 1407 (SNU); Jeongseon-gun, Sindong-eup, 

Unchi-ri, alt. 257 m, 14 Oct 2014, D.H. Lee 1–3 (SNU); Hongcheon-gun, 

Nae-myeon, near Gyebang-san, 10 Aug 2014, H.J. Suh 12-1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near 

Sohwangbyeongsan Wetland, 10 Aug 2014, H.J. Suh 23 (SNU [2 sheets]);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15 Aug 2015, 

H.J. Suh 9 (SNU).  Gyeonggi: Yangpyeong-gun, Yongmun-myeon, 

Yongmun-san, 4 Sep 1983, H. Kim s.n. (SNU 58156); Gapyeong-gun, 

Sang-myeon, Sangdong-ri, Jugeum-san, 4 Sep 1984, J.H. Kim s.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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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1, 60492); Gwangju-si, Namhansanseong-myeon, 6th Am-moon to 

Buk-moon, 21 Aug 2016, J.H. Kim 16138 (SNU);Gwangju-si, 

Namhansanseong-myeon, 6th Am-moon to Buk-moon, 21 Aug 2016, J.H. 

Kim 16140 (SNU [3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37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44 (SNU [2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45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51 (SNU [2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24 Sep 2011, K. Kim 457 (SNU); Namyangju-

si, Hwado-eup, Cheonma-san, 6 Oct 2012, K. Kim G497 (SNU [3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6 Oct 2012, K. Kim G506 (SNU 

[2 sheets]);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Sagimakgol, 17 Sep 2011, K. Kim & H.R. Kim 65 (SNU);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Sagimakgol, 17 Sep 2011, K. Kim & 

H.R. Kim 54-2 (SNU [2 sheets]);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the valley of Cheolgol, alt. 300 m, 15 Sep 1996, S. Kim 00396 

(SNU 86595); Gwangju-si, Jungbu-myeon, Sanseong-ri, Namhan-san, 6 

Aug 1986, Y.D. Kim s.n. (SNU 64621, 64622); Gapyeong-gun, Buk-

myeon, Myeongji-san, 6 Aug 1991, C.W. Park et al. 278 (SNU 81841 [3 

sheets]); Gwangju-si, Chowol-eup, Mugap-san, 25 Sep 1991, C.W. Park et 

al. 207 (SNU 81770 [2 sheets]); Goyang-si, Deokyang-gu, Bukhan-dong, 

Bukhan-san, near Daenam-mun, alt. 660 m, 24 Sep 2001, C.W. Park et al. 

1387 (SNU [3 sheets]);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5 Oct 

1991, C.W. Park et al. 522 (SNU 82085 [2 sheets]); Namya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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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yeong-dong, 8 Sep 2011, J.H. Park 19, 26, 154 (SNU);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in forest, alt. 500 m, 9 Sep 1995, H.C. Roh 207 

(SNU 84157 [2 sheets]);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roadside alt. 400 m, 9 Sep 1995, H.C. Roh 285 (SNU 84235); Gapyeong-

gun, Buk-myeon, Myeongji-san, roadside, alt. 500 m, 3 Oct 1995, H.C. Roh 

174 (SNU 84123); Gapyeong-gun, Buk-myeon, Jeokmok-ri, 27 Aug 

2017, H.J. Suh GP2 (SNU [3 sheets]).  Incheon: Ongjin-gun, Yeong 

heung-myeon, Yeongheung-do, 10 Aug 2015, H.J. Suh 2 (SNU [3 

sheets]).  Chungbuk: Danyang-gun, Gagok-myeon, Sobaek-san, from 

Jukryeong to 2nd Yeonhwa-bong, 25 Aug 2016, J.H. Kim 16153 (SNU); 

Yeongdong-gun, Minjuji-san, 26 Aug 2014, J.H. Park 1 (SNU).  

Chungnam: Gongju-si, Sanseong-dong, Gongjusanseong, 7 Aug 1931, T. 

Mori s.n. (SNU [2 sheets]); Gongju-si, Daechu-dong, 21 Aug 1931, T. 

Mori s.n. (SNU [3 sheets]); Gongju-si, Sugyeong-dong?, 24 Aug 1931, T. 

Mori s.n. (SNU); Seosan-si, Unsan-myeon, Gopung-ri, 27 Aug 2015, H.J. 

Suh 6-6 (SNU [4 sheets]); Seosan-si, Palbong-myeon, Geumhak-ri, 27 

Aug 2016, H.J. Suh 14-2 (SNU).  Gyeongbuk: Yeongju-si, Punggi-eup, 

Sobaek-san, near Huibang valley, 29 Sep 2010, K. Kim 305 (SNU);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29 Aug 1993, J.H. Park 

(SNU 78607).  Jeonnam: Gurye-gun, Toji-myeon, Naedong-ri, Jiri-san, 

Imgeol-ryeong to Daeji-ryeong, 24 Sep 1990, Y.J. Kim s.n. (SNU 73197). 

 

3.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J. Jap. Bot. 18: 219, 1942.  Peucedanu

m sieboldii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63, 1867.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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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Without date, Siebold s.n. (syntypes, L!—L0008381, L0008382 

[photo at L! through the website of https://science.naturalis.nl/en/]). 

Angelica miqueliana Maxim., Bull. Acad. Imp. Sci. Saint-Pétersbourg 19: 

276, 1874.  Peucedanum miquelianum (Maxim.) H. Wolff, Repert. Spec. 

Nov. Regni Veg. 21: 248, 1925.  Ostericum miquelianum (Maxim.) Kitag., 

J. Jap. Bot. 12: 236, 1936.  Type: Japan. “Godeng”, Nov 1862, 

Maximowicz s.n. (lectotype, LE, designated by Grubov, Catalogue of the 

type specimens of East Asian vascular plants in the Herbarium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 27, 2004 [not seen]; isolectotype, C 

[not seen]); “in Kiusiu interiore: silvis frondosis udis jugi Kundsho-

san”, Oct 1863, Maximovicz s.n. (syntype, LE [not seen]); “Nippon: 

jugo Hakone”, in 1862, Maximovicz s.n. (syntypes, C [not seen], LE 

[not seen], P!—P02573487); “Nagasaki, Kundsho-san”, in 1863, 

Maximowicz s.n. (syntypes, P!—P00835232, P00835233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Kanasawa et 

Yokohama”, Sep–Oct 1862, Maximowicz s.n. (syntypes C!—C10008501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http://snm.ku.dk/english/], LE [not 

seen], P!—P02573488, P02573489 P00835233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Nippon media, provincial 

Nambu”, in 1866, Tschonoski s.n (syntypes, C!—C10008502 [photo at 

C! through the website of http://snm.ku.dk/english/], FI [not seen], LE 

[not seen]). 

Angelica urticifoliata H. Wolff, Acta Horti Gothob. 2: 320, 1926.  Type: 



406 
 

 

China. “Chili: Hsiao-wu-tai-shan, Yang-kia-ping, Pei-ko”, 12 Sep 

1921, Smith 706 (holotype, GB—GB00048801 [not seen]). 

Ostericum sieboldii var. hirsutum Hiyama, J. Jap. Bot. 22: 57, 1948.  O

stericum sieboldii f. hirsutum (Hiyama) H. Hara, Enum. Sperm. Jap. 3: 

317, 1954.  Type: Japan. “Hondo: in silvis montis Kurodake, Prov. Kai”, 

without date, Hiyama s.n. (holotype, [not located]). 

Ostericum praeteritum Kitag., J. Jap. Bot. 46: 369, 1971.  Ostericum siebol

dii var. praeteritum (Kitag.) Y. H. Huang, Fl. Pl. Herb. Chin. Bor.-Orient. 

6: 252, 1977.  Type: Korea. “prov. Kan-nan: Kan-tai-ri”, 15 Aug 

1935, Nakai 15609 (holotype, TI!). 

Ostericum praeteritum f. piliferum Kitag., J. Jap. Bot. 46: 370, 1971.  

Type: China. Manschuria. “prov. Chi-lin: Via inter Minguta et Omȏso. 

Vallis Paluodi”, 22 Jul 1896, Komarov 1182 (holotype, TI!). 

국명: 묏미나리 

    식물체는 키 0.5-1.5 m이다.  뿌리는 수염뿌리이다.  지하경은 연갈색 내지 

갈색이고, 지름 0.5-1.2 cm이다.  줄기는 연녹색 내지 연두색이며, 상부에서 분지

하고, 다소 비후되며, 지름 0.4-1 cm, 속이 비어 있고, 무모이거나 표면에 단모

가 산생한다.  근생엽은 2 또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개화 시 시들고, 엽병은 

있다.  경생엽은 2 또 는 3회 3출상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길이 5-20 cm이고, 상

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으며, 엽초는 녹색 내지 연녹색으로, 광난형 내지 장

타원형이고, 1.8-2.5 × 1-2.6 cm, 무모이다.  엽신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내지 

삼각상 난형이며, 18-30(-45) × 12-25(-35) cm,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

이고, 양면 모두 무모이거나 단모가 산생한다.  정생소엽은 능형 내지 광난형이며, 



407 
 

 

갈리지 않고, 4-7.5 × 3-4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 기부는 설저이며, 가

장자리에는 예거치 및 잔털거치가 있고, 소엽병은 길이 0.5-2 cm이다.  측소엽

은 장타원형 내지 좁은 난형이며, 4-5.8 × 1.5-2 cm이고, 가장자리는 예거치

연이며, 소엽병은 없다.  최상부 경생엽은 3열하고, 5-7 × 4-5 mm이며,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4.8-9.5 cm이며, 소산형화서는 22-24

개의 꽃으로 이루어지고, 지름 1.2-1.8 cm이다.  화경은 길이 4-6.2 cm으로, 선

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며, 소산경은 8-10(-13)개이고, 옆

으로 퍼지며, 길이 1-4 cm이고,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1-(3)

장이거나 드물게 없으며, 선상 피침형이고, 0.5-1.1 cm × 1.5-2.5 mm, 예두

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옆으로 퍼지고, 길이 0.3-1 cm, 무모이거나 표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소총포편은 6-8(-10)장, 선상 피침형이고, 2-4 × 약 

0.5 mm, 예두, 설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지름 2.6-3 mm이고, 악편은 좁은 삼

각상 난형이며, 0.4-0.8 × 0.2-0.3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

며, 1.2-1.5 × 약 1 mm이다.  수술은 길이 1-2 mm이고, 약은 연황색으로, 아구

형 내지 광타원형이며, 0.1-0.2 × 0.1-0.2 mm이다.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2-3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숙 시 갈색이며, 광타원형이고, 분과병

은 길이 3-4.6 mm이다.  분과는 타원형이며, 3.5(-5.5)× 2-2.5(-4) mm, 무

모이다.  배늑에는 좁은 날개가 있고,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8 mm이다.  유관

은 8-20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4-6(-8)개가 있다.  종자의 단

면은 좁은 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8-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사할린),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계곡 근처 및 습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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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Wonju-si, Socho-

myeon, Chiak-san, near Guryongso valley, 17 Sep 2013, K. Kim & H.J. 

Suh 1401 (SNU [2 sheets]).  Gyeonggi: Namyangju-si, Hwado-eup, 24 

Sep 2011, K. Kim 454 (SNU [2 sheets]).  Chungbuk: Boeun-gun, 

Sognisan-myeon, Songni-san, near Beobjusa temple, half shaded place, 1 

Oct 2011, K. Kim 455 (SNU [2 sheets]); Boeun-gun, Sognisan-myeon, 

Songni-san, near Beobjusa temple, half shaded place, 1 Oct 2011, K. Kim 

459 (SNU [3 sheets]); Boeun-gun, Sognisan-myeon, Songni-san, from  

Beobjusa temple to Sesimjeong, 1 Oct 2011, K. Kim 477 (SNU [4 sheets]); 

Yeongdong-gun, Minjuji-san, 26 Aug 2014, J.H. Park 2, 3 (SNU).  Jeju: 

Seogwipo-si, Sanghyo-dong, along the alleyway near Yeongcheon stream, 

5 Nov 2011, K. Kim & C.S. Kim 615 (SNU [2 sheets]); Seogwipo-si, 

Sanghyo-dong, along the alleyway near Yeongcheon stream, 5 Nov 2011, 

K. Kim & C.S. Kim 616 (SNU [3 sheets]). 

 

31. Halosciastrum Koidz., Acta Phytotax. Geobot. 10: 54, 1941. 

Type: H. crassum Koidz. 

국명: 큰참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 또는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방

추형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가늘고, 세로로 홈이 지며,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으며, [간혹 

뚜렷한 지상경이 발달하지 않는다].  잎은 근생 및 경생 또는 [근생]하고, 호생하며, 

1[-3]회 3출복엽, [장상복엽 또는 3출상 우상복엽]이고, 아혁질, [막질 또는 육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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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양면에 털이 산생 내지 밀생한다.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고, 탁

엽은 없다.  소엽은 능형, 난형, [피침형, 타원형 또는 장타원상 난형]이며, 가장자리

는 거치연 또는 [전연이거나, 다양한 형태로 결각되거나 또는 우상으로 갈린다]. 화

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는 양성 또는 [잡성]으로, 소수

-다수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무모이고, 소산경은 3-여러 개이며, [간혹 

흔적적이고], 직립하거나 비스듬히서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고], 총포편은 

1-여러 장이거나 [없으며], 선형 또는 피침형이고, 전연 또는 거치연이다.  소화경

은 비스듬히 서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있고], 소총포편은 소수이며, 피침형 내

지 좁은 삼각형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악편은 뚜렷하거나 

[흔적적이다].  화판은 암자색, [백색 또는 황색]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기

부는 설저이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원추형이

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며, 화주판보다 길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내지 

난형이고, 분과병은 길이의 1/2-2/3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

하며, 형태가 드물게 서로 다르거나 [동일하고], 1차늑은 뚜렷하며, 넓은 날개를 

가진다.  유관은 [8-]24-32개로, 늑간 아래에 [1-]4-6개씩, 접합면에 8 또는 

[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아원형 내지 삼각형이고,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

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18종 (한반도 1종). 

    분포: 러시아 (우수리), 한국; 북아메리카 북서부. 

1. Halosciastrum melanotilingia (H. Boissieu) Pimenov & Tikhomirov, Nau

chnye Doki. Vyss. Shkoly Biol. Nauki 11: 102, 1968.  Selinum melanoti

lingia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r. 2, 3: 956, 1903.  Peuc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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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melanotilingia (H. Boissieu)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r. 2, 

8: 642, 1908.  Ostericum melanotilingia (H. Boissieu) Kitag., J. Jap. Bo

t. 17: 561, 1941.  Ligusticum melanotilingia (H. Boissieu) Kitag., J. Jap. 

Bot. 54: 322, 1979.  Cymopterus melanotilingia (H. Boissieu) C. Y. Yoon, 

Korean J. Pl. Taxon. 31: 258, 2001.  Type: Korea? “Sommet du Mont 

Fusan, á 500m”, Oct 1901, Col? [holotype, not located]; Japan. “In 

vallibus Naï-piang, août”, 1901 (isotype [not located]).  

Pimpinella crassa Nakai, Bot. Mag. (Tokyo) 31: 102, 1917.  Ostericum c

rassum (Nakai) Kitag., J. Jap. Bot. 34: 361, 1959.  Type: Korea. “in 

herbidis silvarum et secus vias pede montis Kum-gang-san”, Nakai 

5722 (holotype, TI [not seen]). 

Ligusticum purpureopetalum Kom., Izv. Bot. Sada Akad. Nauk S.S.S.R. 

30: 206, 1932.  Type: not cited. 

Halosciastrum crassum Koidz., Acta Phytotax. Geobot. 10: 54, 1941; C

ymopterus crassus (Koidz.) M. Hiroe, Umbelliferae Asia 143, 1958. 

Pimpinella ionantha Nakai, J. Jap. Bot. 17: 680, 1941.  Spuriopimpinella i

onantha (Nakai) Nakai, Bull. Nat. Sci. Mus. Tokyo 31: 89, 1952.  Type: 

Korea. “Kôgen: tractus Heiko, oppidus Kôsô, in gramineis montis 

Syûaizan 900 m.s.m.”, Sep 1940, Shakukei Zen 33 (holotype, TI [not 

seen]). 

국명: 큰참나물 

    식물체는 양성화주이며, 키 0.3-1 m이다.  원뿌리는 지름 0.7-1.2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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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는 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간혹 상부에서 분지하며, 원통형이고, 지름 

1.2-4 mm,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단모가 산생하거나 거의 무모이다.  근생엽은 

1회 3출복엽이고, 개화 시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8.5-12.5 cm, 무모이고, 엽초는 

자녹색으로, 삼각형이며, 1-2.2 × 1-1.8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

적으로 넓은 삼각형 내지 광난형이고, 5-7.5 × 8.5-12 cm, 아혁질이며, 상면은 

녹색 내지 진녹색, 하면은 녹색이고, 양면 맥 위에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중앙

소엽은 능형 내지 능상 난형이며, 5-7 × 4-6.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또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침상 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0.5-1.5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능형 내지 능상 난형 또는 난형이고, 4-7 × 3-6 cm이며, 소

엽병은 거의 없다.  경생엽은 4-7장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

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9-12.8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광난형이고, 9.5-11 × 

15-18 cm이며, 경생엽의 중앙소엽 은 5.5-9 × 3.5-5.5 cm, 측소엽은 5-9 × 

4-5.5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타원형 또는 능형이고, 깊게 2 또는 3열하며, 

7-9 mm× 0.2-1 cm이고, 엽병은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소산형화

서는 양성이고, 6-14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5-7 mm이다.  화경은 길이 

4.1-6.2 cm, 무모이고, 소산경은 4-8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4-1.2 cm, 

무모이다.  총포편은 1-6장,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3-9 × 

0.4-1 mm, 예두, 설저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1.5-4 

mm, 무모이며, 소총포편은 5-8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5-5 × 

0.5-0.8 mm이고, 가장자리에 유두상 돌기가 산생한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5-3 mm이고,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며, 0.5-0.6 × 약 0.6 mm이다.  화판은 

암자색 또는 간혹 녹색을 띠는 자색이고, 아원형 내지 아능형이며, 1.2-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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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m, 예두이고, 기부에 화조가 있다.  수술은 길이 0.5-0.8 mm이며, 약은 백

색으로, 넓은 장타원형이고, 길이 약 0.2 mm이다.  화주판은 무모이며, 화주는 비

스듬히 서고, 길이 0.5-0.8 mm이다.  분열과는 좁은 난형 내지 타원형이며, 분

과병은 길이 5.3-5.8 mm이다.  분과는 5.5-6 × 2-2.5 mm이고, 무모이며, 서

로 형태가 다르고, 한 쪽 분과는 배늑이 2개, 측늑이 2개이며, 횡단면이 사다리꼴

이고, 다른 쪽 분과는 배늑이 1개, 측늑이 2개이며, 횡단면이 삼각형이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고,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1 mm이다.  유관은 24-32

개로, 늑간 아래에 4-6개씩, 접합면에 8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다.  염

색체 수 2n = 22. 

    개화기: 7-9월.          결실기: 8-10월. 

    분포: 러시아 (우수리), 한국. 

    한반도 분포: 평남, 강원, 경기, 경남, 충북, 전북, 전남.  산 사면 또는 숲 가장자

리의 그늘진 곳. 

    Additino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Taebaek-si, Sodo-

dong, Taebaek-san, Danggol square to Cheonjedan, 12 Sep 2012, K. Kim 

787 (SNU); Chuncheon-si, Daeryong-san, 3 Sep 2011, K. Kim & G.S. 

Bhandari 418 (SNU); Jeongseon-gun, Baeki-san, alt. 774 m, 14 Oct 2014, 

D.H. Lee 1, 2 (SNU).  Chungbuk: Yeongju-si, Punggi-eup, Sucheol-ri, So

baek-san, 29 Sep 2010, K. Kim 295 (SNU); Goesan-gun, Sari-myeon, 

Sadam-ri, alt. 270 m, 30 Sep 2014, D.H. Lee 1, 2, 3 (SNU); Yeongdong-

gun, Minjuji-san, Date?, J.H. Park 25 (SNU). 

    Russia: Primorsky Krai, Telyakovsky, 25 Sep 2012, C.W. Par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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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913, 914 (SNU). 

 

32. Glehnia F. Schmidt ex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61, 1867. 

Type: G. littoralis F. Schmidt ex Miq. 

Phellopterus Benth. in Benth. & Hook. f., Gen. Pl. 1: 905, 1867. 

국명: 갯방풍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이며, 지하경이 발달한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비후되

며, 길게 신장된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대개 많이 축소되고, 표면에 털이 산생 내지 밀생하며,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이 변

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1 또는 2회 3출복엽이고, 혁

질이며, 엽병은 길게 발달하고,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소엽은 

갈리지 않거나 얕게 또는 깊게 3열하고, 최종열편은 장타원형 내지 넓은 도란형이

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5-40개

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세로로 홈이 지고, 표면에 털이 다소 밀생 또는 밀생

하며, 소산경은 8-18개이고,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서로 길이가 다르고, 

표면에 털이 밀생하며, 총포편은 없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여러 장이고, 표면에 털이 밀생한다.  꽃은 양

성이며, 방사상칭이고, 악편은 크기가 매우 작다.  화판은 백색이며, 도란형 또는 

[피침형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설저이고, 전연이며, 배축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한다.  수술은 길이가 화판보다 길다.  화주판은 낮은 원추형이고, 화

주는 반곡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화주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장타원형 또는 [구

형]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거나 무모이다.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 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약간 납작하며, 좁은 장타원형 또는 [반구형]이다.  1차늑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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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고, 넓은 날개를 가지며, 날개는 코르크질이고, 측늑의 날개가 배늑의 날개보

다 약간 넓다.  유관은 6-8 또는 [10-18]개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

에 2-4[-6]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편평하거나 약간 오

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2종 (한반도 1종). 

   분포: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서부. 

1. Glehnia littoralis F. Schmidt ex Miq., Ann. Mus. Bot. Lugduno-Batavi 3: 

61, 1867.  Cymopterus littoralis A. Gray, Pacif. Railr. Rep. 12(2): 62, 1

860.  Phellopterus littoralis (A. Gray) Benth. in Benth. & Hook. f., Ge

n. pl. 1: 905, 1867.  Phellopterus littoralis (A. Gray) F. Schmidt, Mém. A

cad. Imp. Sci. Saint Pétersbourg. Sér. 7, 12: 138, 1868.  Type: U.S.A. 

“Washington Territory. Sandy Shores, Shoalwater Bay”, in 1854, Cooper 

s.n. (holotype, GH!—00075899 [photo at GH! through the website of 

https://huh.harvard.edu/]). 

국명: 갯방풍 

    식물체는 키 19-45(-70) cm이다.  뿌리는 원주형이고, 길이 20 cm까지 신

장되며, 지름 0.5-2 cm이다.  지하경은 원주형이고, 지름 0.5-2.2 cm이다.  줄

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며, 연녹색이고, 흔히 자색을 띠며,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고, 원통형이며, 지름 0.6-1 c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차 있으며,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근생엽은 2-6장이고,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

은 자녹색이며, 길이 9-15.5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엽초는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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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원형 내지 삼각형이며, 2-3.5 × 1.2-1.6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근

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상 난형 내지 광난형이고, 7.5-13.5 × 7-15.5 

cm, 상면은 녹색으로, 무모이며, 하면은 백록색으로, 전체에 단모가 밀생한다.  근

생엽의 중앙소엽은 장타원형, 도란형 또는 광난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얕게 또는 

깊게 3열하며, 3.5-5 × 4-6 cm, 선단은 둔두 내지 원두, 기부는 둔저 내지 원

저 또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소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2.5-4 cm이거나 

거의 없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장타원형 또는 광난형이

며, 갈리지 않거나 깊게 3열하고, 2.5-4 × 1.5-3.5 cm, 선단은 둔두 내지 원두, 

기부는 둔저 내지 원저이며, 가장자리는 소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거나 없

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 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길이 5.5-12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12-15 × 

8.2-12 cm, 중앙소엽은 2.3-3.5 × 2.5-3 cm, 측소엽은 2.5-3 × 1.2-1.8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5-8.5 cm이고, 소산형화서는 15-20(-3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0.7-

1.1 cm이다.  화경은 길이 5-7.8 cm으로,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소산경은 

(8-)12-18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1.7-3.7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

한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며, 길이 2.5-5 m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8장, 선상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5-7 × 0.2-

0.5 mm, 예두, 설저이고, 양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꽃은 지름 2.2-3 mm이다.  

화판은 도란형이며, 1-1.5 × 약 1 mm이다.  수술은 길이 2-3.5 mm이고, 약

은 암자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며, 0.4-1 × 0.3-0.5 mm이다.  화주판

은 무모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약 0.5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녹색, 성

숙 시 연갈색이고, 장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0.7-1.2 cm이다.  분과는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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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원형이고, 0.7–0.8(–1.3) × 0.3–0.6(–1) cm, 미성숙 시 표면에 단모가 밀생

하나, 점차 없어진다.  배늑의 날개는 너비 2-2.5 mm, 측늑의 날개는 너비 2.7-

3 mm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 또는 8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 

또는 4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7월.          결실기: 8-9월. 

    분포: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아메리카 서부. 

    한반도 분포: 전도.  해안가 모래땅 및 사구 지역.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Without specific locality: Jun 1931, Col? 

(SNU 10071); 5 Jul 1936, Col? (SNU 10067). 

    Korea. Hamnam: Heungnam-si, Seohojin, 30 Jul 1937, P.S. Toh s.n. 

(SNU 10068).  Jeju: Jeju-si, Aug 2016, K. Kim s.n. (SNU); Seogwipo-si, 

Bomok-dong, Sep 2016, K. Kim s.n. (SNU).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114 (SNU); 24 Jun 

2012, C.W. Park et al. 37 (SNU [2 sheets]); 24 Jun 2012, C.W. Park et al. 39 

(SNU); Ussurisk, sandy beach, 25 Sep 2012, C.W. Park et al. 927, 928, 929 

(SNU).  Sakhalin Island: sandy beach, 21 Aug 2011, C.W. Park & K. Kim 25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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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Glehnia littoralis F. 

Schmidt ex Miq. [Cooper s.n.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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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eucedanum L., Sp. Pl. 245, 1753. 

Type: P. officinale L. 

Kitagawia Pimenov, Bot. Zhurn. (Moscow & Leningrad) 71: 943, 1986. 

국명: 기름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양성화주 또는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원뿌리이며, 대개 굵

고 길게 신장된다.  지하경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뻗으며, 짧게 또는 길게 신장된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분지하지 않거나 분지하며, 가늘거나 굵고, 원통

형이며,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차 있거나 비어 있으며,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병 이 변형된 섬유가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며, 호생하고, 

3출복엽 또는 우상복엽이며,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고, 탁엽은 없다.  

소엽은 가장자리가 예거치연 또는 치아상 거치연이거나 우상으로 갈리며, 최종열

편은 선형 내지 난형이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고, 복산형화서이며, 소산형화서

는 잡성으로 양성화 및 웅성화로 이루어지거나, 웅성 또는 양성이다.  화경은 표면

에 털이 있거나 없고, 소산경은 소수-다수이며,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대개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있다.  총포편은 1-여러 장이거나 없다.  소화경은 옆

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며, 무모이거나 표면에 털이 산생 내지 밀생하고, 소총

포편은 다수, 드물게 소수이거나 없으며, 소화경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보다 짧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으로, 방사상칭이다.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작다.  화판은 백색, 

분홍색, [자색 또는 간혹 연황색] 이고, 난형, 장타원형, 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선

단부는 좁게 안으로 굽고, 간혹 향축면에 털이 있다.  수술은 화판과 길이가 비슷하

거나 보다 길며, 화주판은 원추형이고, 화주는 비스듬히 서거나 반곡하며, 화주판보

다 길거나 [짧다]. 분열 과는 타원형, 장타원형 내지 [아원형]이고, 분과병은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좁은 타원형 내지 난형이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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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털이 있거나 없다.  1차늑은 뚜렷하며, 배늑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

늑에는 좁은 혁질 또는 건막질의 날개가 있다.  유관은 6-다수로, 늑간 아래에 

1-여러 개씩, 접합면에 2-여러 개가 있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100-200종 (한반도 7종). 

    분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한반도산 기름나물속의 검색표> 

1. 잎은 1-3회 우상복엽이다. 

2. 잎의 최종열편은 선형이다. 

3. 소산형화서는 29-44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총포편은 1 또는 드물게 

2장이다 ·············································· 3. P. paishanense  두메방풍 

3. 소산형화서는 17-27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총포편은 2-7장이다. 

4. 식물체는 키 10-25 cm이다.  근생엽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고, 

5.5-7 × 6-8 cm이며, 최종열편은 예두로, 선단에 가시가 없다.  

소총포편은 10-12장이다 ············ 2. P. coreanum  두메기름나물 

4. 식물체는 키 60-90 cm이다.  근생엽은 전체적으로 난형 또는 난상 

장타원형이고, 18-26 × 9-13 cm이며, 최종열편은 선단에 가시가 

있다.  소총포편은 6-9장이다 ·········· 4. P. elegans  가는기름나물 

2. 잎의 최종열편은 피침형 내지 타원형이다. 

5. 소엽의 선단은 예두이다.  유관은 6개이고,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 5. P. terebinthac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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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엽의 선단은 원두이다.  유관은 20-28개이고, 늑간 아래에 3 또는 4

개씩, 접합면에 8-12개가 있다 ·················· 7. P. litorale  섬기름나물 

1. 잎은 1 또는 2회 3출복엽이다. 

6. 악편은 흔적적이다 ····················································· 6. P. japonicum 

6. 악편은 삼각형 또는 좁은 삼각형이다 ···················································

························································· 1. P. hakuunense  백운기름나물 

 

1. Peucedanum hakuunense Nakai, J. Jap. Bot. 15: 740, 1939.  Type: 

Korea. “Prov. Zennan: in herbidis montis Hakuunzan”, 20 Aug 1934, 

Nakai s.n. (holotype, TI?). 

국명: 백운기름나물 

    식물체는 웅성일가화성으로, 키 (30-)58-75 cm이다.  원뿌리는 연황색 또

는 연갈색이고, 비후되며, 길이 20 cm에 달한다.  지하경은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서고, 연갈색이며, 짧고, 원주형이며, 지름 0.7-1 c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

이며, 기부는 암자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지름 4-6 mm, 속이 차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2-6장이 며, 2회 3출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6-20 cm, 무

모이고, 엽초는 자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부풀지 않고, 3-5 cm × 5-8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오

각형이고, 8.5-11 × 5.8-11.7 cm,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며, 양면 모두 

무모이다.  근생엽의 중앙소엽은 난형 또는 능형이고, 2회 우상심열하며, 3-5 × 

3.5-4.8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최종열편은 좁은 피침형으로, 4-8 × 

1-1.3 mm, 예두이며, 소엽병은 길이 1.6-2.5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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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과 유사하고, 약 4 × 3.5 cm이다.  경생엽은 11-31장이며, 1 또는 2회 3

출복엽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9-16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10.7-14 × 12.4-16.6 cm이다.  최상부 경

생엽은 난형이며, 깊게 3열하고, 1.1-2 × 0.9-2.5 cm, 열편은 우상으로 갈리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고, 지름 4-5.5 cm이다.  소산형화

서는 잡성으로 6-8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9-12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이며, 지름 0.7-1 cm이다.  화경은 길이 2.4-3.8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

모가 산생 또는 밀생한다.  소산경은 10-20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1.2-

2.8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대개 없거나 드물게 1 또

는 2장이며, 있는 경우 선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3.2-6.5 × 0.3-0.5 mm, 예두, 

설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2-

5.5 m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6 또는 8장, 드물게 9

장이고, 선형 또는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2-3.2 × 0.3-0.8 mm, 예두, 평저

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웅성화는 지름 약 1.5 mm, 양성화는 

지름 1.7-2 mm이다.  악편은 좁은 삼각형 또는 삼각형이며, 0.2-0.3 × 0.1-

0.2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고, 장타원형 내지 도란형이며, 약 

1 × 0.8 mm, 설저이고, 향축면은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수술은 길이 약 1 mm이

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2-0.3 × 약 0.2 mm이다.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1-0.2 mm이다.  분열과는 연갈색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5-

4.5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고, 3.7-4 × 2.3-2.5 mm, 미성숙 시 표면

에 털이 산생하나 성숙 시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0.5 mm이며, 혁질이

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8-28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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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반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경남, 전남.  산 정상 부근의 초지.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Jeonnam: Gwanyang-si, 

Okryong-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1 (SNU [2 sheets]); Gwanyang-si, 

Okryong-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2, 2-1 (SNU); Gwanyang-si, 

Okryong-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3 (SNU); Gwanyang-si, Okryong-

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4 (SNU [2 sheets]); Gwanyang-si, 

Okryong-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5 (SNU [3 sheets]); Gwanyang-si, 

Okryong-myeon, Donggok-ri, Baekun-san, top of Noraengii-bong, open 

area, 8 Sep 2013, K. Kim & H.K. Kim 6, 7 (SNU [2 sheets]); Goheung-

gun, Naro-do, Ha-chon, alt. 71 m, 10 Oct 2014, D.H. Lee s.n. (SNU). 

 

2. Peucedanum coreanum Nakai, Bot. Mag. (Tokyo) 31: 100, 1917.  Type: 

Korea. “Korea media: in rupibus montium Kum-gang-san”, 22 Aug 

1916, Nakai 5719, 5720 (syntypes,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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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두메기름나물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10-25 cm이다.  원뿌리는 황백색 내지 연갈색이고, 

지름 약 1 c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색이고, 기부는 암자색이며, 다수 분지하

고, 지름 4-8 mm, 속이 차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8-10장이고, 2회 우상

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3-12 cm 이다.  엽초는 자녹색으로, 원주형이

며, 부풀지 않고, 1.8-3 × 1-1.2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생

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5.5-7 × 6-8 cm, 양면 모두 무

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형 내지 광난형 또는 능형이고, 2회 우상심열하

며, 1.4-2 × 1.5-1.8 cm이고, 최종열편은 선형 또는 좁은 피침형으로, 5-6 × 

1.5-2 mm이며, 소엽병은 길이 4-6 m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형이고, 우

상심열하며, 1.6-1.8 × 0.8-1.4 cm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2.5-3.4 cm이고, 상부로 갈수

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며, 7-8.2 × 

5.2-6.4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엽초로 축소된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

며, 지름 5.8-8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7-27개의 꽃으로 이루어지

고, 화경은 길이 2-5.2 cm이며,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또는 밀생한다.  소산

경은 24-27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2.5-3.7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

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2-7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1.5-3.4 cm× 약 1 mm, 

예두, 평저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길이 

2-4 m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10-12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5-7 × 0.5-0.8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

름 약 2.5 mm이며, 악편은 삼각형이고, 0.2-0.3 × 0.1-0.2 mm, 점첨두이며, 

무모이거나 양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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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mm, 점첨두이고, 설저이다.  수술은 길이 약 1 mm이며, 약은 자색으로, 타

원형이고, 길이 약 0.3 mm이다.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6-0.8 mm이다.  분열과

는 갈색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약 2.3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

고, 약 2.5 × 1.5 mm, 미성숙 시 표면에 털이 산생하나 성숙 시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좁으며, 혁질이다.  유관은 18개로, 늑간 아래에 3개씩, 접합면에 6개가 있

다.  종자의 단면은 반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강원 (금강산).  고산 지대의 바위틈. 고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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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hotograph of the syntype specimen of Peucedanum coreanum 

Nakai [Nakai 5720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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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ucedanum paishanense Nakai, Bot. Mag. (Tokyo) 31: 101, 1917.  Pe

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ex Trevir.) Ledeb. var. paishanense 

(Nakai) Y. H. Huang, Fl. Pl. Herb. Chin. Bor.-Orient. 6: 277, 1977.  

Type: Korea. “Korea sept.: Districtu montis Paik-tu-san: in silvis 

Laricis inter Nong-sa-dong et Mu-bon”, 13 Aug 1914, Nakai 4012 

(lectotype, TI!, designated by Pimenov designated by Pimenov in 

Pimenov & Ostroumova, Umbelliferae of Russia 299, 2012); “Korea 

sept.: in silvis Laricis inter Hohang-ryöng et Shin-mu-jyang” without 

date, Nakai 4013 (syntype, TI!); “In silvis circa Paik-tu-san”, without 

date, Mori 119, 162 (syntypes, TI?); “Korea media: in rupibus montium 

Kum-gang-san”, without date, Nakai 5721 (syntype, TI?). 

국명: 두메방풍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40-80 cm이다.  원뿌리는 황백색이고, 비후되며, 길

이 21 cm에 달한다.  지하경은 직립하고, 황백색이며, 짧고, 원주형이며, 지름 4-

7 m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이며, 기부는 암자색이고, 분지 하지 않거나 상

부에서 분지하며, 지름 3-4.5 mm, 속이 차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5-8장이

며, 2회 우상복엽 이고, 숙존하거나 개화 시 시들며, 엽병은 길이 6.5-14.5 cm, 

무모이다.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고, 부풀지 않으며, 1.4-

2.5 cm× 6-8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

며,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광난형이고, 6-8.5(-12.5) × 4.5-8.5(-12.3)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상 능형이며, 2회 우상천열 내지 심열하고, 

1.7-2.2 × 1-2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내지 유저이며, 최종열편은 선상 

피침형으로, 2.5-7 × 0.6-1 mm이고, 소엽병은 길이 0.4-1 cm이다.  근생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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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며, 1.3-2.3 × 1.2-2 cm이고, 소엽병은 있다.  경

생엽은 18-22장이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근생엽과 유사하며, 상부로 갈수

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1-13.5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내지 광난형이고, 

8.8-9 × 8.6-10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상 난형이며, 1 또는 2회 우상

심열하고, 0.5-1 × 0.5-1 cm이며,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

글고, 지름 4.5-10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29-44개의 꽃으로 이루어

지며, 지름 1.2-2.2 cm이다.  화경은 길이 4-6.2 cm이고, 선단부에 짧은 단모

가 산생한다.  소산경은 10-22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1.2-4.4 cm이며, 향

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1 또는 2장이고, 간혹 조락하며, 피침형 

내지 넓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5-1.9 cm× 1-2 mm, 점첨두, 평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0.2-1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5-10장, 선형 내지 좁은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2.5-8 × 0.2-0.5 mm, 예두, 평저이고, 가장자리에 잔털거치가 

있거나 없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5-3.2 mm이고,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며, 

0.2-1 × 0.2-0.3 m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며, 도란형이고, 1.1-1.4 × 0.8-1.1 mm, 유저이며, 배축면의 중륵은 황

색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3-1.8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약 0.4 × 0.3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약 0.3 mm이며,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0.2-0.3 mm이다.  분열과는 갈색이며,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2.8-3.4 mm

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3-3.5 × 2-2.5 mm,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2-0.4 mm, 혁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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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북부.  산지의 숲 가장자리.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Ando-hyeon, Sangmok-

bong, 14 Jul 2013, J.H. Park et al. 75 (SNU [2 sheets]); Ando-hyeon, 

Sangmok-bong, 14 Jul 2013, J.H. Park et al. 89 (SNU); Ando-hyeon, 

Sangmok-bong, 14 Jul 2013, J.H. Park et al. 90 (SNU 107553); Ando-

hyeon, Sangmok-bong, 14 Jul 2013, J.H. Park et al. 91 (SNU [2 sheets]). 

 

  



429 
 

 

 
 

Fig. 43.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Peucedanum paishanense 

Nakai [Nakai 4012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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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ucedanum elegans Kom., Trudy Imp. S.-Peterburgsk. Bot. Sada 18: 

430, 1901.  Type: Korea. “In saxosis montium secus fluvii Jalu-dsian 

decursum superiorem saepe crescit. Karami ad ripam sinistram”, 25 Jul 

1896, Komarov 1295 (lectotype, LE, designated by Pimenov, Bot. Zhur

n. (Moscow & Leningrad) 71: 948, 1986, as “typus” [not seen]; 

isolectotypes, K?, LE [not seen], P!—P0227200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same locality, “Ad ripam dextram 

paulum infra ostium fl. Czan-dshin-gan Koreae nec non Manshuriae 

fines”, 13 Aug 1897, Komarov 1195 (syntypes, K, LE [not seen]). 

Kitagawia komarovii Pimenov, Bot. Zhurn. (Moscow & Leningrad) 71: 948, 

1986.  Type: Based on Peuedanum elegans Kom. 

국명: 가는기름나물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60-90 cm이다.  원뿌리는 갈색이며, 방추형이고, 가

늘며, 길이 12 cm에 달한다.  줄기는 직립하고, 녹색이며,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

서 분지하고, 지름 3-4.5 mm, 속이 비어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4장이

고, 3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7-16.5 cm, 무모이다.  엽초는 녹

색 또는 연녹색으로, 삼각형이며, 부풀지 않고, 3.5-5 × 1.6-2.4 cm, 가장자리

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이고, 전체적으로 난형 또는 난

상 장타원형이며, 18-26 × 9-13 cm, 양면 모두 무모이거나 드물게 맥에 단모

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난상 능형이고, 1회 우상심열하며, 0.7-1.1 

× 0.5-1 cm이고, 최종열편은 선형으로, 5-8 × 약 1 mm이며, 선단에 길이 

1-1.5 mm의 가시가 있고, 기부는 설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3-5 mm이다.  근생

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1-1.6 × 0.6-1.1 cm이며, 소엽병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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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경생엽은 약 8장이고, 2 또는 3회 우상복엽이며,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2.5-17 cm이고, 상부로 갈

수록 급격히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며, 14-

22 × 12.5-17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선형 또는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거나 

3열하며, 0.8-1 cm× 1-4 m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5.2-7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20-24개의 꽃으로 이루어

지고, 지름 0.8-1 cm이다.  화경은 길이 3-5 cm이며,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한다.  소산경은 15-25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1.2-3.5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총포편은 5-7장,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8-1.2 × 

1-1.2 mm, 점첨두, 설저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

스듬히 서며, 길이 1-7 m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6-9장,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1.6-3.6 × 0.3-0.4 mm, 예

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1.5-2 mm이며, 악편은 삼각형이

고, 약 0.2 × 0.2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띠는 백색이며, 도란

상 원형이고, 0.5-1 × 0.7-1 mm, 유저이며,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약 1.5 mm

이고, 약은 연황색, 타원형이며, 0.3-0.4 × 0.2-0.3 mm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2-0.4 mm이다.  분열과는 연갈색이고, 타원형 또는 장타원상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9-3.8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고, 3-4 × (2-)2.5-3 

mm,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5-0.8 mm, 혁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

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타원형이

며,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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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분포: 북부.  산 사면.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Russia. Primorsky Krai: 23 Jun 2012, 

C.W. Park et al. 8, 10, 11A, 11B, 11C (SNU); 23 Jun 2012, C.W. Park et al. 

76 (SNU 107549). 

  



433 
 

 

 
 
Fig. 44.  Photograph of the isolectotype specimen of Peucedanum elegans 

[Komarov 1295 (P)]. 



434 
 

 

5.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ex Trevir.) Ledeb., Fl. Ross. 2: 314, 1

844.  Selinum terebinthaceum Fisch. ex Trevir., Index Seminum (Wrocl

aw) App. 3: 3, 1821.  Kitagawia terebinthacea (Fisch. ex Trevir.) Pi

menov, Bot. Zhurn. (Moscow & Leningrad) 71: 944, 1986.  Type: 

Russia. “Sibir”, without date, Col? (holotype?, [not located]). 

Peucedanum terebinthaceum var. flagellare Nakai, Bot. Mag. (Tokyo) 31: 

101, 1917.  Type: Japan. “Yeso: Horomanbetsu prov. Hidaka”, without 

date, Tokubuchi s.n. (syntype, [not located]); “Toyohiragawara circa 

Sapporo prov. Ishikari”, without date, Matsumura s.n. (syntype, [not 

located]); Korea. Hamgyeongnam-do, Wonsan, 7 Jun 1909, Nakai s.n. 

(syntype, TI!); “Musang”, without date, Mori 319 (syntype, TI?).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0.3-1.4 m이다.  원뿌리는 황백색 또는 갈색이고, 비

후되며, 약 40 × 0.8-1.3 cm에 달한다.  지하경은 직립하고, 황백색이며, 지름 

1-1.2 c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기부는 대개 암자색을 띠며, 상부는 녹색이고,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지 름 3-6 mm, 속이 차 있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2-8장이며, 2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녹색, 길이 5.5- 15.2 

cm, 무모이고, 엽초는 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좁은 삼각형이며, 부풀지 않고, 

1.2-1.7 × 0.8-1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색

이고, 전체적으로 난형 내지 삼각형이며, 6-11.5 × 6.4-14.4 cm이고, 양면 모

두 대개 광택이 나며, 무모이거나 맥 위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

엽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능상 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깊게 3열하거나 우상으로 

갈리며, 1.6-4.8 × 1.3-3.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 내지 유저 또는 평저

이고, 최종열편은 좁은 장타원형 내지 피침형으로, 0.6-2 × 0.5-1.5 c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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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병은 길이 0.3-1.5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정생소엽과 유사하고, 난형 

또는 삼각형이며, 2-3 × 2.5-3 cm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경생엽은 2회 우

상복엽이며,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8.8-11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

은 광난형 내지 삼각형이며, 8-10.8 × 10-14.8 cm이다.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

형으로, 우상중열 또는 우상심열하고, 0.4-1 cm× 약 3 mm이며, 엽병은 거의 없

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거나 편평하고, 지름 4.5-7 cm이다.  소산형화서

는 양성으로, 20-34개의 꽃으로 이루어지며, 지름 0.8-1.5 cm이다.  화경은 길

이 2.7-5.2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소산경은 10-

16(-22)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0.5-3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

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1 또는 드물게 2장이며, 간혹 조락하고, 있는 

경우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3-1 cm × 0.2-0.4 mm, 점첨두, 평저이며,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며, 길이 1-6 m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6-12장,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1.5-4 × 0.4-0.6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이고, 지름 2-2.5 

mm이다.  악편은 피침형 내지 좁은 삼각형이며, 0.8-0.9 × 0.2-0.3 mm, 무모

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0.8-1 × 1.2-1.3 mm, 유저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1.2-1.5 mm이며, 약은 연황색 내지 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4-0.5 

× 약 0.3 mm이다.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2-0.3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8-3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고, 

3-3.2 × 2.2-2.5 mm,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5-0.8 mm, 건막질이

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개로, 늑간 아래에 1개씩, 접합면에 2개가 있다.  종자

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형이며,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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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의 검색표> 

1. 정생소엽은 광난형 또는 능상 난형이고, 기부는 설저 내지 유저이다 ···············

···························································· 5a. var. terebinthaceum  기름나물 

1. 정생소엽은 삼각형이고, 기부는 평저이다 ··· 5b. var. deltoideum  산기름나물 

5a. var. terebinthaceum 

국명: 기름나물 

    근생엽의 엽신은 6-7.5 × 6.4-8 cm이며, 정생소엽은 광난형 또는 능상 난

형이고, 깊게 3열하거나 우상으로 갈리며, 1.6-2.2 × 1.3-2.6 cm, 선단은 예두

이고, 기부는 설저 내지 유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0.3-1.5 cm이다.  최종열편은 

좁은 장타원형 내지 피침형이고, 0.6-1.5 cm× 5-7 mm이다.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 사면 및 숲 가장자리. 

    Additional speimens examined:  China. Jilin: Ando-hyeon, Sangmok-

bong, 14 Jul 2013, J.H. Park et al. 42 (SNU). 

    Korea. Gangwon: Wonju-si, Socho-myeon, Hakgok-ri, Chiak-san, alt. 

800 m, 30 Aug 2011, G.S. Bhandari 18, 19, 20, 21, 22, 23, 24 (SNU); 

Inje-gun, Buk-myeon, Seorak-san, 27 Aug 2013, T.Y. Choi 683, 684 

(SNU); Jeongseon-gun, Bukpyeong-myeon, Sookam-ri, Gariwang-san, 18 

Aug 2013, K. Kim 1398 (SNU [2 sheets]); Inje-gun, Buk-myeon, 

Hangye-ri, Daeseung-ryeong, near Daeseung Waterfall, 13 Oct 201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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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S.H. Kim 974 (SNU);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san, near the forest road, 17 Sep 2013, K. Kim & H.J. Suh 1422 

(SNU [2 sheets]);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

san, near the forest road, 17 Sep 2013, K. Kim & H.J. Suh 1423 (SNU);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san, 17 Sep 2013, K. 

Kim & H.J. Suh 1424 (SNU [2 sheets]); Yanggu-gun, along the way to the 

top of Daeam-san, near forest road, K. Kim et al. 1883 (SNU [2 sheets]); 

Yanggu-gun, along the way to the top of Daeam-san, near forest road, K. 

Kim et al. 1884 (SNU [3 sheets]); Jeongseon-gun, Nam-myeon, 

Yupyeong-ri, Baekii-san, alt 929 m, D.H. Lee 8 (SNU); Jeongseon-gun, 

Jeongseon-eup, entrance of Deoksangi Valley, 14 Oct 2014, D.H. Lee s.n. 

(SNU); Yangyang-gun, Hyeonnam-myeon, Manwol-san, Sangwolcheon-

ri, alt. 320 m, 2 Oct 1998, H.W. Lee & S.J. Lee 98-340 (SNU 94025); 

Yangyang-gun, Seorak-san, 21 Sep 1979, S.W. Lee s.n. (SNU 51490); 

Hongcheon-gun, Nae-myeon, Myeonggae-ri, along 446 road, 500 m from 

Odae-san office, alt. 700 m, 31 Aug 1998, C.W. Park et al. 10663-1 

(SNU); Hongcheon-gun, Nae-myeon, near Gyebang-san, 10 Aug 2014, 

H.J. Suh 7 (SNU); Jeongseon-gun, Seonjaryeong, 10 Aug 2014, H.J. Suh 

7, 13, 14,15 (SNU); Samcheok-si, Miro-myeon, Hageono-ri, Shineum-

san, 12 Oct 2014, H.J. Suh 2, 3 (SNU); Hongcheon-gun, Nae-myeon, 

Odae-san, Jogaedong swamp, 22 Aug 2015, H.J. Suh 23 (SNU); Inje-gun, 

Buk-myeon, Yongdae-ri, the top of Misiryeong, alt. 776 m, 1 Sep 2017, 

H.J. Suh 22 (SNU [2 sheets]); Gangreung-si, Yeongok-myeon, So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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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8 Oct 1971, S. Yoon s.n. (SNU 45545).  Gyeonggi: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6 Aug 1985, J.O. Hyun s.n. (SNU 61963);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30 Aug 1985, J.O. Hyun s.n. 

(SNU 61964); Gapyeong-gun, Buk-myeon, Myeongji-san, 17 Aug 2010, 

K. Kim 187 (SNU);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38, 439, 440 (SNU).  Incheon: Ganghwa-gun, Gilsang-

myeon, Choji-ri, 28 Sep 1967, Y.H. Chung & Y.M. Kang s.n. (SNU 41701, 

41702).  Seoul: Dobong-gu, Dobong-dong, Dobong-san, near the top, 

open area, 10 Sep 2009, K. Kim 73, 74 (SNU); Gwanak-gu, Daehak-dong, 

Gwanak-san, 8 Sep 1990, B.H. Lee s.n. (SNU 72924); Gwanak-gu, 

Daehak-dong, Gwanak-san, 22 Aug 1981, S.K. Nam s.n. (SNU 53042); 

Gwanak-gu, Daehak-dong, Gwanak-san, 26 Aug 1977, C.K. Park s.n. 

(SNU 49365); Gwanak-gu, Daehak-dong, Gwanak-san, 21 Sep 1979, Y.S. 

Park s.n. (SNU 51342).  Gyeongbuk: Yeongju-si, Punggi-eup, Sobaek-

san, 200 m under Huibangsa temple, without date, J.H. Park 23 (SNU [2 

sheets]); Yeongju-si, Punggi-eup, Sobaek-san, 200 m under Huibangsa 

temple, without date, J.H. Park 24 (SNU).  Jeonbuk: Jinan-gun, Jucheon-

myeon, Gubong-san, 9 Sep 2007, M. Kim 70550 (SNU [2 sheets]).  

Jeonnam: Gokseong-gun, Godal-myeon, Hyeongje-bong, 26 Aug 2005, 

T.G. Noh 331 (SNU 95968 [5 sheets]). 

    Russia. Primorky Krai: 26 Jun 2012, C.W. Park et al. 12 (SNU);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57 (SNU [2 sheets]);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59 (SNU [2 sheets]);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57 (SNU); Chernyatin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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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12, C.W. Park et al. 875 (SNU [2 sheets]); Chernyatino, 23 Sep 

2012, C.W. Park et al. 876 (SNU [4 sheets]). 

 

5b. var. deltoideum (Makino ex Y. Yabe) Makino, Bot. Mag. (Tokyo) 22: 173, 

1908.  Peucedanum deltoideum Makino ex Y. Yabe, J. Coll. Sci. Imp. 

Univ. Tokyo 16(4): 99, 1902.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ex 

Trev.) Ledeb. subsp. deltoideum (Makino ex Yabe) Vorosch., Florist. 

Issl. v razn reionakh SSSR 184, 1985.  Type: Japan. “Prov. Omi: in 

monte Ibukiyama”, without date, Tsuji s.n. (syntype, [not located]); 

“Shikoku, in pago Kamibun”, without date, Makino s.n. (syntype, MAK?). 

국명: 산기름나물 

    근생엽의 엽신은 7.5-11.5 × 7-14.4 cm이며, 정생소엽은 삼각형이고, 깊게 

3열하거나 우상으로 갈리며, 2.2-4.8 × 2.3-3.5 cm, 선단은 예두 내지 둔두이

고, 기부는 평저이며, 소엽병은 길이 0.7-1.5 cm이다.  최종열편은 난형 내지 장타

원형이고, 1.7-2 × 0.8-1.5 cm이다. 

    개화기: 7-9월.          결실기: 9-10월. 

    분포: 러시아, 일본, 중국 북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산 사면 및 숲 가장자리. 

    Additional speimens examined:  Korea. Gangwon: Samcheok-si, Singi-

myeon, Anui-ri, Deokhang-san, 25 Aug 2016, T.Y. Choi 570 (SNU); 

Jeongseon-gun, Bukpyeong-myeon, Sookam-ri, Gariwang-san, 18 Aug 

2013, K. Kim 1391 (SNU [2 sheets]); Jeongseon-gun, Bukpyeong-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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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am-ri, Gariwang-san, 18 Aug 2013, K. Kim 1392 (SNU [2 sheets]); 

Yeongwol-gun, Hanbando-myeon, Ongjeong-ri, near the forest road to 

Hanbandojihyeong observation platform, shaded place, 19 Oct 2013, K. Kim 

1530, 1531 (SNU); Chuncheon-si, Daeryong-san, 3 Sep 2011, K. Kim & 

G.S. Bhandari 413-2 (SNU); Jeongseon-gun, Nam-myeon, Mureung-ri, 

Mindung-san, 17 Sep 2013, K. Kim & H.J. Suh 1425 (SNU [2 sheets]); 

Samcheok-si, Miro-myeon, Hageono-ri, Shineum-san, 12 Oct 2014, 

H.J. Suh 1 (SNU); Jeongseon-gun, Deoku-ri, 4 Sep 2016, H.J. Suh 1-4 

(SNU [3 sheets]).  Gyeonggi: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8 Sep 2011, K. Kim 441 (SNU).  Chungbuk: Yeongdong-gun, Yonghwa-

myeon, Minjuji-san, 21 Oct 2012, K. Kim et al. 1008 (SNU). 

 

6. Peucedanum japonicum Thunb. in Murray, Syst. Veg., ed. 14, 280, 178

4.  Anethum japonicum (Thunb.) Koso-Pol., Bull. Soc. Imp. Naturalistes 

Moscou, n. s. 29: 117, 1916.  Type: Japan. Kyushu, “Crescit in littoribus 

maris circa Nagasaki et adiacentium regionum insularumque, Kosido”, 

without date, Papenberg et al. s.n. (holotype, UPS?). 

Peucedanum japonicum var. purpurascens Makino, J. Jap. Bot. 3: 24, 19

26; P. japonicum f. purpurascens (Makino) Honda, Nom. Pl. Jap. 250, 

512, 1939.  Type: Japan. Honshu, “Hayama, prov. Sagami, Hondo”, in 

1926, Makino s.n. (holotype, [not located]). 

Var. japonicum 

국명: 갯기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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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0.3-1 m이다.  원뿌리는 황백색이며, 비후되고, 28 

× 0.8-1.5 cm에 달한다.  지하경은 직립하며, 황백색이고, 원주형이며, 지름 

1-1.2 cm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대개 기부는 자색, 상부는 녹색이며, 상부에서 

다수 분지하고, 지름 0.5-1.2 cm, 속이 차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4-8장이

고, 1회 3출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연녹색 또는 자녹색이며, 길이 4.7-18 cm, 

무모이다.  엽초는 연녹색 또는 자녹색으로, 원주형이고, 부풀지 않으며, 길이 5-

9 c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회녹색이며, 전체적으

로 삼각형 또는 삼각상 난형이고, 7.5-35 × 11-25 cm, 혁질이며, 양면 맥 위에 

짧고 개출하는 단모가 산생하거나 무모이다.  근생엽의 중앙소엽은 능상 난형 또는 

도란형이며, 얕게 또는 깊게 3열하고, 2.7-5 × 2.5-5.5 cm, 선단은 둔두, 기부

는 설저이며, 가장자리는 둔거치연이고, 중앙소엽의 최종열편은 좁은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1-3.5 × 1-2.5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1.7-3.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 또는 도란형이고, 대개 불균등하게 2열하며, 3.2-5.5 × 

2.2-5.5 cm이다.  경생엽은 8-12장이고, 1 또는 2회 3출복엽이며, 근생엽과 유

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3-8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넓은 삼각형

이며, 6.5-12.2 × 7.5-22 cm이고, 최상부 경생엽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얕

게 또는 깊게 3열하며, 1.5-4 × 2-4.5 cm이고, 엽병은 거의 없다.  복산형화서

는 상부가 둥글며, 지름 3.5-6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20-36개의 꽃

으로 이루어진다.  화경은 길이 9-12.4 cm이고,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산경은 18-26(-30)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1.9-3.8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2 또는 3장이고, 있는 경우 좁

은 삼각형이며, 갈리지 않고, 3-5 × 1-1.2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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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은 비스듬히 서거나 옆으로 퍼지고, 길이 3-4.5 m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

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8-12장, 피침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3.5-6 × 1-1.5 

mm, 예두, 평저이고, 잔털거치연이며, 양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꽃은 양성이고, 지

름 1.3-2 m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백색 또는 간혹 자색을 띠는 백색

이고, 도란형이며, 0.5-1 × 1.4-1.5 mm, 유저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한다.  수술은 길이 약 1.5 mm이며, 약은 백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3-0.4 

mm이다.  화주판에 짧은 단모가 산생하며, 화주는 직립하고, 길이 0.3-0.5 

mm이며, 화주판보다 짧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이고, 타원형이며, 분과병은 

길이 2.6-5.5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고, 2.8-6 × 3-3.5 mm이며, 표면

에 개출하는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고, 간혹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

비 0.5-0.8 mm이며, 건막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18-30개로, 늑간 아

래에 3-5개씩, 접합 면에 6-10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반원형이고, 복면은 약

간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6-8월.          결실기: 7-10월. 

    분포: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한반도 분포: 경북, 경남, 전남, 제주.  해안가 모래땅. 

    Additional speimens examined:  Japan. Okinawa Prefecture, 29 Feb 2012, 

C.S. Kim et al. 33808 (WTFRC 10018090); Okinawa Prefecture, 29 Feb 

2012, C.S. Kim et al. 33809 (WTFRC 10018091). 

    Korea. Gyeongbuk: Ulleung-gun, Buk-myeon, Ulleung-do, 2 Jul 2007, 

M. Kim 70235 (SNU).  Jeonnam: Sinan-gun, Heuksan-myeon, Gageodo-

ri, Gageo-do, near Gageodo harbor, sandy beach, 24 Jun 2013, 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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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Choi 1385 (SNU [3 sheets]); Wando-gun, Cheongsan-myeon, 

Cheongsan-do, 11 Sep 2005, M. Kim et al. 5572 (SNU); Tongyeong-si, 

Yokji-myeon, Donghang-ri, Jeok-do, uninhabited island, 15 Jul 2015, J.H. 

Park 2 (SNU); Tongyeong-si, Yokji-myeon, Donghang-ri, Samrye-do, 

uninhabited island, 15 Jul 2015, J.H. Park 1 (SNU [2 sheets]).  Jeju: 

Seogwipo-si, Andeok-myeon, Sagye-ri, Dan-san, 22 Sep 2012, T.Y. 

Choi 1, 2 (SNU); Seogwipo-si, Hahyo-dong to Bomok-dong, near a coast 

road, 28 Oct 2012, K. Kim 971 (SNU [2 sheets]); Seogwipo-si, Hahyo-

dong to Bomok-dong, near a coast road, 28 Oct 2012, K. Kim 979, 980, 

981 (SNU); Seogwipo-si, Seohong-dong, near Oidolgae observatory 

platform, 11 Nov 2012, C.W. Park et al. 1032, 1033, 1034 (SNU); Jeju-si, 

Chuja-myeon, Chuja-do, Sinyang-ri, near beach, 23 Nov 2013, C.W. Park 

et al. 1639, 1640 (SNU). 

 

7. Peucedanum litorale Vorosch. & Gorovoj, Bull. Princ. Bot. Gard. Aca

d. Sci. URSS 41: 80, 1961.  Type: Russia. “Insula Rikorda in saxis 

maritimis”, 18 Sep 1933, Komarov s.n. (holotype, LE [not seen]). 

국명: 섬기름나물 

    식물체는 양성화주로, 키 25-38 cm이다.  원뿌리는 황백색 또는 황갈색이며, 

비후되고, 42 × 0.6-1.3 cm에 달한다.  지하경은 짧게 직립하거나 수평으로 길

게 신장되며, 황백색 또는 갈색이고, 지름 0.7-1.1 cm이다.  줄기는 직립하며, 녹

색 내지 자녹색이고, 다수 분지하며, 단단하 고, 지름 4-8 mm, 속이 차 있으며, 

무모이다.  근생엽은 2-10장이고, 2회 우상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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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5 cm, 무모이다.  엽초는 자녹색으로, 원주형이며, 부풀지 않고, 1.8-4.2 

cm× 2-3 mm,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또

는 넓은 삼각형이며, 5.7-8.5 × 5.5-8.6 cm,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양면 맥 위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넓은 능형, 난형 또는 삼

각형이며, 얕게 또는 깊게 3열하고, 2.8-3.5 × 3.5-3.8 cm, 선단은 원두, 기부 

는 설저이며, 가장자리는 둔거치연이고, 최종열편은 타원형으로, 0.7-2 × 0.5-1.2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1.5-2.2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비스듬한 난형이고, 

불균등하게 3열하며, 2-3 × 1.6-2.7 cm이다.  경생엽은 약 20장이고,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9-13.5(-21) cm이며,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난형이고, 16-17.5 × 8-13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1회 3출복엽

으로, 전체적으로 삼각형이고, 4-7 × 0.6-1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둥글

며, 지름 3-5.2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양성으로, 10-20개의 꽃으로 이루어지

고, 지름 0.8-1.2 cm이다.  화경은 길이 3.2-8.5 cm으로, 선단부에 짧은 단모가 

밀생한다.  소산경은 10-20개이며, 비스듬히 서고, 길이 0.8-2.5 cm이며, 향축

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한다.  총포편은 1 또는 2장이거나 없고, 있는 경

우 숙존하며, 피침형 또는 좁은 삼각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2-8 × 1-2 mm, 예

두, 평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1.5-4 mm이며, 향축면에 개출하는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8-10장, 

피침형 내지 선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1-3 × 0.2-0.3 mm, 예두, 평저이고, 무

모이다.  꽃은 양성이며, 지름 2-2.5 mm이고, 악편은 삼각형이며, 0.1-0.3 × 

0.1-0.2 mm, 무모이다.  화판은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약 1 × 1 mm, 설저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2-2.2 mm이며, 약은 자색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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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m이다.  화주판은 길이 0.3-0.5 mm이며, 화주는 반곡하고, 결실기에 길이 

0.4-0.6 mm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연갈색이며, 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3.6-4.4 mm이다.  분과는 좁은 타원형이며, 3.8-4.5 × 2.2-2.8 mm, 무모이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고, 건막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20-

28개로, 늑간 아래에 3 또는 4개씩, 접합면에 8-12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반

원형이며, 복면은 오목하다.  염색체 수 2n = 22.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동부, 한국. 

    한반도 분포: 북부.  해안가의 개활지. 

    Additional speimens examined:  Russia. Primorsky Krai: 4 Aug 2011, 

C.W. Park et al. 122 (SNU [2 sheets]); near beach, 4 Aug 2011, C.W. Park 

et al.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SNU); Zarubino, between 

beach and the car road, 25 Sep 2012, C.W. Park et al. 910 (SNU [3 

sheets]); Zarubino, near seashore, gravely place, 25 Sep 2012, C.W. Park 

et al. 918 (SNU 107552); Zarubino, near seashore, gravely place, 25 Sep 

2012, C.W. Park et al. 918-1, 922 (SNU). 

 
34. Sillaphyton Pimenov, Bot. Pac. 5: 37, 2016. 

Type: S. podagraria (H. Boissieu) Pimenov 

Wangsania B. Y. Lee & J. O. Hyun, J. Sp. Res. 6: 55, 2017. 

국명: 덕우기름나물속 

    다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며, 키 0.8-1.2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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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며, 길이 18 cm에 달하고, 지름 4-6 mm이다.  지하경은 직립하며, 갈색이

고, 짧으며, 원주형이고, 지름 5-6 mm이다.  줄기는 1개이며, 직립하고, 진녹 색

이며, 분지하지 않고, 원통형이며, 지름 1.5-4 mm, 세로로 홈이 지고, 속이 차 있으

며, 무모이고, 기부에 근생엽의 엽 병이 변형된 섬유가 없다.  잎은 대개 근생하며, 

간혹 근생 및 경생하고, 엽병은 기부에서 넓어져 엽초로 되며, 탁엽은 없다.  근생

엽은 1장이고, 3 또는 4회 3출복엽이며, 숙존하고, 엽병은 길이 12.8-22 cm, 무

모이며, 엽초는 녹색으로, 삼각형이고, 부풀지 않으며, 1-1.5 × 1-1.2 cm, 가장

자리가 건막질이고,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넓은 삼 각형이며, 

15.5-18 × 20-25 cm, 상면은 녹색, 하면은 연녹색이고, 무모이다.  근생엽의 중

앙소엽은 난형이며, 갈리지 않고, 2.5-6.5 × 1.8-3.5 c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의저이며, 가장자리는 예거치연 또는 복예거치연이고, 소엽병은 길이 0.8-2.8 

cm이다.  근생엽의 측소엽은 난상 장타원형이며, 갈리지 않고, 1.2-4.5 × 0.8-

2.2 cm이며, 소엽병은 거의 없다.  경생엽은 없거나 간혹 1장이고, 1 또는 2회 3출

복엽이며, 축소되고, 엽병은 거의 없다.  경생엽의 엽신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2.4-6.2 × 2.8-4.5 cm이다.  경생엽의 중앙소엽은 난형 내지 좁은 난형이고, 갈

리지 않거나 3열하며, 0.8-1.4 cm× 4-7 mm, 선단은 예두, 기부는 설저이고, 

가장자리는 예거치연이며, 소엽병은 길이 3-7 mm이다.  경생엽의 측소 엽은 난

상 장타원형이고, 갈리지 않으며, 0.7-1 cm× 3-6 mm이고, 소엽병은 거의 없다.  

화서는 복산형화서이며, 정생하고, 상부가 약간 둥글며, 지름 5-13 cm이다.  소산

형화서는 잡성으로 6-8개의 웅성화가 중앙에, 6-9개의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

나, 웅성이고, 지름 약 1 cm이다.  화경은 길이 6-24 cm이며, 무모이다.  소산경

은 8-14개이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2.1-5.4 cm이고,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

생한다.  총포편은 없거나 1-3장이며, 있는 경우 실 모양 내지 추형이고, 갈리지 않



447 
 

 

으며, 6-9 × 0.1-0.3 mm, 예두, 평저이고, 가장자리가 건막질이며, 무모이다.  

소화경은 비스듬히 서고, 길이 0.4-1 cm이며, 향축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소총포편은 없거나 1-4장이고, 추형 내지 선형이며, 갈리지 않고, 0.3-1 cm× 

약 0.2 mm, 예두, 평저이며, 무모이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방사상칭이며, 웅

성화는 지름 약 2 mm, 양성화는 지름 2.2-3.2 mm이다.  악편은 좁은 삼각형이고, 

약 0.3 × 0.2 mm이며, 양면에 짧은 단모가 산생한다.  화판은 백색이고, 타원형 

내지 난형이며, 0.8-1.2 × 0.7-1 mm이고, 선단부가 안으로 굽으며, 유저이고, 

무모이다.  수술은 길이 약 1.5 mm이며, 약은 연황색으로, 타원형이고, 0.4-0.6 

× 0.2-0.3 mm이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길이 약 1 mm이고, 화주는 반곡하며, 

길이 0.5-1 mm이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성숙 시 갈색이며, 난

형 내지 장타원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5.6-8.8 mm이며, 거의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좁은 난형 내지 타원형이고, 배면을 따라 납작하며, 6-9 × 4-6.5 mm, 

무모이다.  1차늑은 뚜렷하고, 배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는 없다.  측늑에는 날개가 

있고, 측늑의 날개는 너비 약 1.5 mm, 혁질이다.  2차늑은 없다.  유관은 6-16개

로, 늑간 아래에 1-3개씩, 접합면에 2-4개가 있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장타원

형이며, 복면은 약간 오목하다.  

    분류군 수: 1종 (한반도 1종). 

    분포: 한국 특산.  고유속. 

 

1. Sillaphyton podagraria (H. Boissieu) Pimenov, Bot. Pac. 5: 37, 2016.  Peuc

edanum podagraria H. Boissieu, Bull. Herb. Boissier, sér. 2, 3: 957, 190

3.  Type: Korea. “In montibus Coreae mediae, ad 1000 m”, 3 Sep 1901, 

Faurie 257 (lectotype, P!—P00753020, designated by Pimenov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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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Pac. 5: 37, 2016; isolectotype, G!—G00367057). 

Peucedanum insolens Kitag., J. Jap. Bot. 47: 355, 1972.  Wangsania insole

ns (Kitag.) B. Y. Lee & J. O. Hyun, J. Sp. Res. 6: 55, 2017.  Type: Korea. 

“Prov. Kȏ-gen: in monte Toku-gyû-zan”, 7 Jun 1969, Chi s.n. (holo 

type, TI!). 

국명: 덕우기름나물 

    덕우기름나물의 기재는 속 기재와 동일. 

    개화기: 7-9월.          결실기: 8-10월. 

    분포: 한국 특산. 

    한반도 분포: 강원, 충북, 경북.  석회암 지대의 그늘진 곳.  고유종.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Donghae-si, 

Samhwa-dong, entrance of Dootajeong, 30 Oct 2016, K. Kim et al. 3504, 

3507 (SNU); Jeongseon-gun, Baekii-san, alt. 482 m, D.H. Lee 3 (SNU); 

Samcheok-si, Singi-myeon, Anui-ri, Deokhang-san, 18 Aug 2013, H.J. 

Suh 1017-3 (SNU); Jeongseon-gun, Imgye-myeon, Seokbyeong-san, 

900–950 m, 13 Sep 2014, H.J. Suh 10, 11, 12, 13, 15 (SNU); Jeongseon-

gun, Imgye-myeon, , Seokbyeong-san, 950 m, 13 Sep 2014, H.J. Suh 14 

(SNU [2 sheets]); Samcheok-si, Gagok-myeon, Punggok-ri, Seokgaejae, 

18 Aug 2013, H.J. Suh 1019-2 (SNU [2 sheets]); Samcheok-si, Singi-

myeon, Anui-ri, Deokhang-san, 19 Aug 2013, H.J. Suh  1017-3 (SNU [2 

sheets]); Jeongseon-gun, Imgye-myeon, Seokbyeong-san, 17 Aug 2015, 

H.J. Suh 1023–1025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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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Photograph of the lectotype specimen of Sillaphyton podagraria (H. 

Boissieu) Pimenov [Faurie 207 (P)]. 



450 
 

 

 
 

Fig. 46.  Photograph of the holotype specimen of Peucedanum insolens Kitag. 

[Chi s.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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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eracleum L., Sp. Pl. 249, 1753. 

Type: H. sphondylium L.  

Sphondylium Mill., Gard. Dict. Abr., ed. 4, 1754. 

국명: 어수리속 

    다년생, [드물게 이년생] 초본으로, 웅성일가화성이다.  뿌리는 원주형 또는 [방

추형]의 비후된 원뿌리이거나 [드물게 총생하는 수염뿌리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분지하지 않거나 상부에서 분지하며, 굵거나 [가늘고], 원통형이며, 흔히 세로로 줄

이 있거나 홈이 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표면에 털이 없거나 [있다]. 잎은 근생 및 

경생하고, 호생하며, 3출복엽 또는 우상복엽이고,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으며], 엽

병은 길고, 기부에서 넓어져 줄기를 감싸며, 엽초는 부풀거나 [부풀지 않고], 탁엽

은 없다.  소엽은 다양한 형태로 결각된다.  화서는 정생 및 측생하며, 복산형화서이

고,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웅성화가 중앙에, 양성화가 주변에 달리거나, 웅성 또는 

양성이다.  소산경은 소수-다수이며,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서고, 총포편은 소

수이거나 [없으며], 간혹 조락한다.  소총포편은 선형 내지 실 모양 또는 [피침형]

이고, 갈리지 않으며, 숙존하거나, [드물게 조락하거나 또는 없다]. 꽃은 양성 또는 

웅성이고, 주로 방사상칭이나, 소산형화서 가장자리의 꽃은 좌우상칭이며, 악편은 

흔적적이거나 [매우 작다]. 화판은 백색 또는 분홍색이거나 [황색, 녹색 또는 적 색

을 띠고], 도심장형, 피침형 또는 도란형이며, 선단부가 안으로 굽고, 설저이며, 소

산형화서 가장자리에 달리는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안쪽 화판보다 크고, 넓은 도

란형이다.  수술의 길이는 화판과 비슷하거나 보다 길다.  화주판은 원추형이며, 화

주는 반곡 또는 [직립]하고, 가늘며, 화주판보다 짧고, 웅성화의 경우 흔적적이다.  

분열과는 도란형, 광난형 또는 아구형이며, 분과병은 기부까지 2열한다.  분과는 배

면을 따라 뚜렷하게 납작하고,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다.  1 차늑은 뚜렷하며, 배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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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 모양이고, 날개는 없다.  측늑에는 날개가 있다.  2차늑은 실 모양이며, 날개

는 없다.  유관은 4-12개로, 늑간 아래에 1 또는 [2]개씩, 접합면에 2-4개가 있

고, 분과의 1/2-2/3까지 신장된다.  종자의 복면은 편평하거나 [드물게 약간 오목

하다]. 염색체 수 x = 11. 

    분류군 수: 약 70종 (한반도 1종). 

    분포: 아프리카 동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1.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J. Bot. 16: 12, 1878.  Heracleum barba

tum Ledeb. subsp. moellendorffii (Hance) M. Hiroe, Acta Phytota

x. Geobot. 14: 4, 1949.  Heracleum lanatum Michx. subsp. moellen

dorffii (Hance) H. Hara, Enum. Sperm. Jap. 3: 310, 1954.  Heracleum 

dissectum Ledeb. subsp. moellendorffii (Hance) Vorosch., Byull. Mosk

ovsk. Obshch. Isp. Prir., Otd. Biol. 95(2): 92, 1990.  Type: China. “In m. 

Po Hua shan Chinae bor.”, 6 Oct 1874, Moellendorff 19197 (lectotype, 

BM!,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1, 2017 [photo at 

BM! through the website of http://data.nhm.ac.uk/dataset/collection-

specimens]; isolectotype, LE [not seen]). 

Heracleum microcarpum Franch., Nouv. Arch. Mus. Hist. Nat., sér. 2, 6: 

24, 1883.  Type: China. “Mongolie, Gehol, dans les hautes prairies de 

Nan-tachan”, Aug 1864, David 2092 (lectotype, P!—P02272124,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0, 201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http://www.mnhn.fr/]; isolectotypes, P!—

P02516466, P04101987 [photo at P! through the websi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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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nhn.fr/]). 

Heracleum morifolium H. Wolff, Acta Horti Gothob. 2: 326, 1926.  Type: 

China. “Chili: Hsiao-wu-tai-shan, Yang-kia-ping, Tung-lin, am 

Bache, 1200 m [Ad rivulum in valle herbosa]”, 5 Sep 1921, Smith 112 

(lectotype UPS, designated by Pimenov, Turczaninowia 20: 151, 2017 

[not seen]); “Chili: Hsiao-wu-tai-shan, Yang-kia-p’ing. 1000 m. In 

silva frondosa”, Sep 1921, Smith 438 (syntypes, GB!—GB-0048812 

[photo at http://herbarium.emg.umu.se/standard_search.html], UPS [not 

seen]). 

    식물체는 다년생으로, 키 0.6-1.5(-2) m이다.  뿌리는 원뿌리이고, 원주형

이며, 길이 10 cm에 달하고, 지름 1.2-2 cm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간혹 기부가 

자녹색이고, 상부에서 분지하거나 드물게 분지하지 않으며, 지름 0.6-1.4 cm, 세

로로 줄이 있거나 홈이 지고, 무모이다.  근생엽은 대개 1장, 드물게 2 또는 3장이

며,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고, 숙존하며, 엽병은 길이 20-30 cm, 무모이고, 엽

초는 녹색으로, 원주형이며, 2.4-4 × 2-3.2 cm, 무모이다.  근생엽의 엽신은 녹

색이고, 전체적으로 난형이며, 35-45.5 × 24-33.5 cm이고, 양면에 누운 단모

가 산생한다.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전체적으로 광난형 또는 능형으로, 3-5열하

며, 간혹 우상심열하고, 8.5-12.2 × 9-18.5 cm이며,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 

기부는 아심상 저 또는 유저이고, 가장자리는 예거치연이며, 잔털거치연 이다.  근

생엽의 측소엽은 광난형 또는 삼각형이고, 좌우비대칭이며, 3열 또는 우상심열하

고, 6.5-14 × 6-13 cm이며, 소엽병은 길이 2-5 cm이다.  최종열편은 광난형 

또는 피침형이다.  경생엽은 근생엽과 유사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엽병은 

하부 경생엽의 경우 길이 15-20 cm이고, 상부로 갈수록 짧아져 엽초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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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생엽의 엽신은 17-31 × 13-25.5 cm이며, 경생엽의 정생소엽은 5-11 × 4-

15 cm이고, 측소엽은 6-11 × 5-10 cm이며, 최상부 경생엽은 삼각형 또는 난형

이고, 1회 3출복엽이며, 0.7-3.8 × 0.6-3.7 cm이다.  복산형화서는 상부가 편평 

하고, 지름 4-12 cm이다.  소산형화서는 잡성으로 8-12개의 웅성화 및 12-

24개의 양성화로 이루어지거나, 웅성 또는 양성이며, 지름 1.5-2.4 cm이다.  화

경은 길이 10-19.5 cm이고, 기부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며, 소산경은 15-

24(-30)개, 길이 2.2-6.3 c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한다.  총포편은 3-5장

이며, 간혹 조락하고, 선형 또는 좁은 피침형이며, 갈리지 않고, 0.7-1.8 cm× 

0.4-0.7 mm, 점첨두, 설저이고, 잔털거치연이며, 양면에 단모가 산생한다.  소화

경은 길이 0.2-2.3 mm이고, 표면에 단모가 밀생하며, 소총포편은 5(-10)장, 선

형 내지 실 모양이고, 0.4-1.3 cm× 약 0.5 mm, 예두, 설저이며, 잔털거치연이고, 

양면에 단모가 다소 밀생한다.  꽃은 지름 0.4-1.7 cm이며, 악편은 흔적적이다.  

화판은 연한 분홍색 또는 백색이고, 도란형이며, 2-3.5 × 2-3.2 mm이고, 소산형

화서의 가장자리에 달리는 꽃의 경우 바깥쪽 화판이 방사상으로 커지며, 5-6.8 × 

5.2-7.3 mm이고, 선단이 2열한다.  수술은 길이 1.5-2.5 mm이며, 약은 황색 

또는 암갈색으로, 아구형 내지 광타원형이고, 길이 약 0.8 mm이다.  화주판은 무모

이며, 화주는 반곡하고, 길이 약 0.7 mm이다.  분열과는 미성숙 시 연녹색, 성숙 

시 연갈색이며, 도란형 또는 넓은 도란형이고, 분과병은 길이 5.5-8.6 mm이다.  분

과는 6-9 × 6.5-8 mm이며, 어릴 때 표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다소 밀생하나, 점

차 없어진다.  측늑의 날개는 너비 0.8-1 mm이다.  종자의 단면은 좁은 타원형

이고, 복면은 편평하다.  염색체 수 2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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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의 검색표> 

1.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광난형이고, 얕게 또는 중간까지 3-5열한다.  최종열편은 

광난형이며, 너비 3.6-5.2 cm이다 ················ 1a. var. moellendorffii  어수리 

1. 근생엽의 정생소엽은 능형이고, 깊게 3열 또는 우상심열한다.  최종열편은 피침

형이며, 너비 1-3.5 cm이다 ·············· 1b. var. subbipinnatum  좁은잎어수리 

1a. var. moellendorffii 

국명: 어수리 

    근생엽은 1장, 드물게 2 또는 3장이고, 1회 우상복엽이다.  정생소엽은 광난형

이며, 얕게 또는 중간까지 3-5열하고, 8.5-11 × 9-13 cm, 선단은 예두 내지 

점첨두이다.  측소엽은 광난형이며, 대개 3열하고, 6.5-14 × 6-13 cm이다.  최

종열편은 광난형이며, 2-7 × 3.6-5.2 cm이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숲 속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China. Jilin: Musong-hyeon, Mangang-

jin, 16 Jul 2013, J.H. Park et al. 144 (SNU [2 sheets]). 

Korea. Gangwon: Sodo-dong, Taebaek-san, 21 Aug 2015, H.J. Kim & H.U. 

Park s.n. (SNU [2 sheets]); Pyeongchang-gun, Yongpyeong-myeon, 

Gyebang-san, along trail, southward to Nodong-ri from the summit, alt. 

1100 m, 25 Sep 1998, J. Kim 58 (SNU 90243 [2 sheets]); Inje-gun, Old 

Dolsanryeong Road, near Daeam Spring, 23 Aug 2014, K. Kim et al.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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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Inje-gun, Buk-myeon, Hangye-ri, Daeseung-ryeong, Daeseung 

Waterfall to the top of the mountain, 13 Oct 2012, K. Kim & S.H. Kim 972 

(SNU); Sodo-dong, Taebaek-san, from Yuilsa temple to Taxus cuspidata 

colony, 9 Aug 2013, K. Kim et al. 464 (SNU); Inje-gun, Buk-myeon, 

Daeam-san, in Yongneup Swamp, 12 Oct 2013, K. Kim et al. 1522 (SNU 

[2 sheets]); Pyeongchang-gun, Yongpyeong-myeon, Gyebang-san, at the 

road, at NE-facing slope, ca. 1500 m, 25 Sep 1998, M.H. Kwak 57 (SNU 

90144 [2 sheets]); Pyeongchang-gun, Doam-myeon, Hwangbyeong-san, 

alt. 1350 m, 25 Sep 1998, H.W. Lee & S.J. Lee 98-296 (SNU 93890); 

Pyeongchang-gun, Jinbu-myeon, Dooro-ryeong, 446 road, alt. 1300 m, 

23 Jul 1998, C.W. Park et al. 11102 (SNU [2 sheets]); Pyeongchang-gun, 

Doam-myeon, Jingogae, sunny place on opposite side of west of mountain 

cabin, alt. 970 m, 24 Aug 1998, C.W. Park et al. 11104 (SNU [2 sheets]); 

Gangreung-si, Okgye-myeon, Sangye-ri, Seokbyeong-san, from 

Sanggye-ryeong to the ridge of Seokbyeong-san, beyond the mountaintop, 

near the trail, alt. 949 m, 4 Oct 2002, C.W. Park et al. 630 (SNU [2 

sheets]); Yanggu-gun, 3 Aug 2015, H.J. Suh 1-6, 1-7, 1-8 (SNU).  

Gyeonggi: Dongducheon-si, Soyo-san, 28 Jun 1990, H.J. Cha s.n. (SNU 

73521, 73742); Namyangju-si, Su-dong, Chukryeong-san, east slope, in 

forest, alt. 450 m, 12 Aug 1997, E. Cho 317 (SNU 88909 [2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7 Jul 1985, J.O. Hyun s.n. 

(SNU 61960, 61961);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16 Jul 

2007, E. Jeong K07071346 (SNU 109813); Yangpyeong-gun, Yongmun-

myeon, Yongmun-san, 18 Jun 1983, H. Kim s.n. (SNU 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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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yeong-gun, Sang-myeon, Sangdong-ri, Jugeum-san, 2 Jun 1985, J.H. 

Kim s.n. (SNU 60498);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6 Oct 

2012, K. Kim G512 (SNU); Gapyeong-gun, Cheongpyeong-myeon, 

Hwaya-san, the forest road, alt. 340 m, 6 Jul 1995, S. Kim 00205 (SNU 

86404 [5 sheets]); Namyangju-si, Hwado-eup, Cheonma-san, 16 Jul 

1987, J.H. Lee s.n. (SNU 70255); Gapyeong-gun, Ha-myeon, Myeongji-

san, open field on the hill, alt. 800 m, H. Roh 208 (SNU 84158 [2 sheets]); 

Gwanju-si, Namhansanseong Fortress, from Nam-mun to Sueojangdae, 

forest road outside of the fortress, 3 Sep 2017, H.J. Suh 6-1, 6-2, 6-3, 

6-4 (SNU); Gwanju-si, Namhansanseong Fortress, from Nam-mun to 

Sueojangdae, forest road outside of the fortress, 3 Sep 2017, H.J. Suh 6-5 

(SNU [2 sheets]).  Chungbuk: Jecheon-si, Hansu-myeon, Worak-san, 

Jeolgol, 27 Jul 1988, J.H. Lee s.n. (SNU 68071 [2 sheets]).  Chungnam: 

Hongseong-gun, Gwangcheon-eup, Oseo-san, near Janghyeon reservoir, 

alt. 100 m, 1 Aug 1997, S.K. Lee 157 (SNU 99323).  Gyeongbuk: 

Mungyeong-si, Mungyeong-eup, Hwanghak-san, 9 Sep 1993, J.H. Park s.n. 

(SNU 77890 [2 sheets]).  Jeonnam: Yeonggwang-gun, Gyema, 23 Aug 

1981, Y.H. Chung s.n. (SNU 54854); Sancheong-gun, Jiri-san, 13 Oct 

2009, K. Kim 23 (SNU). 

    Russia. Primorsky Krai: 3 Aug 2011, C.W. Park et al. 23-1, 23-2 

(SNU); 4 Aug 2011, C.W. Park et al. 119 (SNU [2 sheets]); Khasansky 

district, Kravtsovka, 24 Sep 2012, C.W. Park et al. 891 (SNU [3 sheets]). 

 

1b. var. subbipinnatum (Franch.) Kitag., Rep. Inst. Sci. Res. Manchouk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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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7, 1941.  Heracleum microcarpum var. subbipinnatum Franch., N

ouv. Arch. Mus. Hist. Nat., sér. 2, 6: 18, 1883.  Heracleum moellendorf

fii f. subbipinnatum (Franch.) Kitag., Rep. Inst. Sci. Res. Manchoukuo 2: 

276, 1938.  Type: not cited. 

Heracleum morifolium f. angustum Kitag., Rep. Exped. Manchoukuo Sect. I

V, pt. 4, 36, 89, 1936.  Heracleum moellendorffii f. angustum (Kitag.) 

Kitag., J. Jap. Bot. 55: 268, 1980.  Type: not cited. 

국명: 좁은잎어수리 

    근생엽은 1장이고, 1 또는 2회 우상복엽이다.  정생소엽은 능형이며, 깊게 3열 

또는 우상심열하고, 11-12.2 × 9-18.5 cm, 선단은 예두이다.  측소엽은 좁은 

삼각형 또는 난형이며, 깊게 3열 또는 우상심열하고, 12-14 × 11-13 cm이다.  

최종열편은 피침형이며, 3.5-9 × 1-3.5 cm이다. 

    개화기: 7-8월.          결실기: 8-9월. 

    분포: 중국, 한국. 

    한반도 분포: 전도.  숲 속의 그늘진 곳. 

    Additional Specimens Examined:  Korea. Gangwon: Wonju-si, Socho-

myeon, Chiak-san, Hakgok-ri, near Guryongsa temple, shady place, 30 

Aug 2011, G.S. Bhandari 11083057-1 (SNU); Pyeongchang-gun, 

Daegwanryeong-myeon, Hoenggye-ri, along the way to Sohwangbyeong 

san Wetland, 24 Aug 2014, K. Kim et al. 1902 (SNU); Inje-gun, Old 

Dolsanryeong Road, near Daeam Spring, 23 Aug 2014, K. Kim et al. 1872 

(SNU [2 sheets]); Pyeongchang-gun, Yongpyeong-myeon, Gaeba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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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1550 m, 25 Sep 1998, H.W. Lee & S.J. Lee 98-325 (SNU 94009);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18 Aug 2013, H.J. Suh 1015 

(SNU); Jeongseon-gun, Seonjaryeong, 10 Aug 2014, H.J. Suh 21 (SNU);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14 Oct 2014, H.J. Suh 1 (SNU 

[2 sheets]); Jeongseon-gun, Gohan-eup, Manhangjae, 14 Oct 2014, H.J. 

Suh 2 (SNU [3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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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ligned sequences of cpDNA rbcL region from Korean Apiaceae.  

Dashes(-) indicate gaps and dots(.) indicate matched sequences 

to the first t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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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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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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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Aligned sequences of cpDNA matK region from Korean Apiaceae.  

Dashes(-) indicate gaps and dots(.) indicate matched sequences 

to the first t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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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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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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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Aligned sequences of cpDNA atpF-atpH region from Korean 

Apiaceae.  Dashes(-) indicate gaps and dots(.) indicate matched 

sequences to the first t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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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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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Aligned sequences of cpDNA psbK-psbI region from Korean 

Apiaceae.  Dashes(-) indicate gaps and dots(.) indicate matched 

sequences to the first t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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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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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Aligned sequences of cpDNA psbA-trnH region from Korean 

Apiaceae.  Dashes(-) indicate gaps and dots(.) indicate matched 

sequences to the first t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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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분류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는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에 대한 비교 형태 연구 및 분자진화적 연구를 수행하여 

각 분류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 및 분류학적 위치를 명확히 설

정하고자 하였다.  비교형태 연구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 식물의 주요 

식별형질로서 꽃(화판, 화주판 및 악편)의 형태와 분과(늑, 유관, 표면)

의 형태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엽록체 DNA 5개 구간(rbcL, 

matL, atpF-atpH, psbK-psbI, psbA-trnH)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한반도산 미나리과의 3아과[피막이아과 (2속 6종), 참반디아과 (1속 3

종), 미나리아과 (32속 71종)] 식물이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미나리아과는 4족[tribes Careae, Scandiceae (subtribes 

Scandicinae, Daucinae, Torilidinae), Bupleureae, Oenanthe] 및 4개

의 집단 (clades Angelica, Apium, Heracleum, Pimpinella)으로 이루

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산 미나리아과의 Peucedanum속 식

물은 본 연구 기간 중에 추자도에서 새로이 발견한 P. chujaense을 포

함하여 총 8종(P. coreanum, P. elegans, P. terebinthaceum, P. 

japonicum, P. litorale, P. paishanense, P, hakuunense)으로 정리하

였으며, Angelica tenuissimum을 Conioselinum속으로 인식하여 C. 

tenuissimum으로 처리하였고, Angelica amurensis의 분류학적 한계를 

정확히 규명하였으며, 따라서 Angelica속 식물을 총 12종 (A. 

cartilaginomarginata, A. anomala, A. genuflexa, A. reflexa, A. 

gigas, A, acutiloba, A. decursiva, A. czernaevia, A. japonica, A. 

polymorpha, A. amurensis, A. dahurica)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한

반도 분포가 불확실했던 Libanotis coreana의 분류학적 실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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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엽록체 DNA 5개구간으로부터 얻은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DNA 바코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단일 구간의 경우 종 판별 해상능은 

최소 55%(rbcL)에서 최대 82.5%(matK)였으며, 이들 구간을 26개의 

가능한 조합으로 분석한 결과, 5구간을 모두 유합하였을 경우 종 판별 

해상능이 9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반도산 미나리과의 거의 모든 

식물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산 미

나리과 분류군에 대한 비교형태학적 및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총 35속 79종 (87분류군)에 대한 상세한 기재와 속, 종 및 

종하위 분류군의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교형태, 엽록체 DNA, 분자계통, 바코드, 분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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