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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Fruit specimens with leaves of 45 specimens were sampled to investigate 

patterns of interspecific variation and to evaluate recognition of Alnus hÍrsuta var. 

hÍrsuta and A. hÍrsuta var. sÍbÍrÍca taxa using eight Ieaf and fruit characters. This 

study suggested that leaf characters (length and width) were no longer useful for 

identification, but fruit width , angle of leaf, bud length, and fruit shapes were useful to 

tell A. hÍrsuta var. hÍrsuta from A. hÍrsuta var. sibÍrÍca. Our data showed that A. hÍrsuta 

var. sibÍrÍca was mainly distributed in eastern Korea. However , A. hirsuta var. hirsuta 

was distributed in eastern Asia area (China , Russia , Korea , and J apan). 

Key words Alnus hirsuta var. hÍrsuta, A. hirsuta var. sÍbirica, identification charac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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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리나무속 (Alnus B. Ehrh.) 은 북반구에 35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미대륙에서는 

페루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로는 오리나무 (Alnus 져'ponica Steud.) , 

뾰족잎오리나무 (A. japonÍca var. arguta Cal l.) , 털오리나무 (A. japαlÍca var. ruf김 Nakai) , 

웅기오리나무 (A. japonica resinosa Nakai) , 섬오리나무 (A. japα까'a var. serra t.건 Nakail. 

m 

ι
 



서 울大學敎 樹木l훨 돼究報告 第25號 2005 

잔털오리나무 (A. mayri Cal l.) , 떡오리나무(A. borealis Koidz ‘) , 물오리나무 (A. hirsuta 

Rupr.) , 민오리나무 (A. hirsuta f. gJabran T. Lee) , 물캠나무 (A. hirsuta var. sibiri떠 

Schenid.) , 덤 불오리 (A. fruti’'cosa var. mandshurica Call) , 털만주오리 나무 (A. fru tÏcosa f. 

pubescens T. Lee) , 붉은털만주오리나무(A. 감uticosa f. rufinervis T. Lee) , 함북오리나 

무(A. fruticosa f. barbinervis Nakai) , 두메오리 (A. maximowiczη; Call.) , 설령오리나무(A. 

vermicuJaris Nakai) 등 16종이 알려져 있다(Lee ， 1980). 

오리나무속은 동아의 엽병의 유무， 수꽃의 화서， 암꽃의 모양으로 4개 아속으로 분류되며 

국내에 자생하는 종 중 덤불오리， 털만주오리나무， 두메오리， 설령오리나무는 동아에 아병이 

없으며， 꽃과 잎이 동시에 피는 AJnastel아속에 속하며， 오리나무， 뾰족잎오리나무， 틸오리나 

무， 웅기오리나무，섬오리나무， 잔털오리나무， 떡오리나무，물오리나무， 민오리나무， 물캠나무 

는 동아에 아병에 있으며，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Gymnothyrsus아속에 속한다(Krüssmann ， 

1984) . 

물오리나무와 물캠나무는 한국과 일본， 중국 및 극동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나， 분류학적 

처리에 있어 물갱나무를 물오리나무의 변종인 A. hirsuta var. sibirica (Spach) Schneid.로 

인식하거나(Lee ， 1980; Ohwi , 1984) , 물캠나무를 물오리나무의 이명으로 처리하기도 하였 

으며 (Charkevicz , 1996; Li and Skvortsov , 1999; Li , 2000) , 물오리나무를 물캠나무의 

이명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Cheng and Li , 1979). 또한 두 분류군의 식별형질 및 특성이 

뚜렷이 규명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두 분류군의 식별형질로 주로 언급되는 잎의 크기 및 모 

양의 경우， 잎의 크기는 그 범위가 서로 중첩되며， 잎의 모양 역시 물오리는 예두와 원저의 

넓은 원형 또는 타원상 원형이며， 물갱나무는 끝이 약간 뾰족하며 아심장저 또는 원형이라고 

하여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또한 열매에 있어서 오리나무는 타원형 또는 긴 타원상 난형 

으로 길이 1.5-2cm이며 물오리나무는 타원형으로 길이 2-3cm라고 하여 구분이 모호하다. 

물오리나무와 물캠나무의 분포에 있어서도 극동러시아(시베리아)에서 중국의 북동부， 우리 

나라 전역과 일본의 북해도와 혼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분류군이 

분포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오려와 물캠나무의 잎과 열매의 정량 형질에 대한 각 종의 외부 

형태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실제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형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 

으로 검색표를 작성하고， 분포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재료및 방법 

형태형질 분석을 위하여 45개의 소장된 수우표본관 표본(물오리나무 15 점， 물캠나무 30점) 

을 사용하였다. 물오리나무 15점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05년 9월에 관악산에서 채집한 것이며 

물갱나무 30점은 북한산과 관악산에서 각각 15 점씩 채집한 것이다. 

형태형질조사: 본 연구에서 측정에 사용된 형태 형질은 총 8개로서， 기존의 도감 또는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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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주요 식별형질 (Lee ， 1986; Lee , 1996) 및 보유한 표본을 일차 동정한 결과 선정한 형 

질을 이용하였다. 일차 동정은 구과의 개수와 엽저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감 또는 문헌 

에 기재된 주요 식별형질 중에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 형질인 열매의 길이(형질 1) , 열매 

의 너비 (형질 2) , 구과의 의 수(형질 4) , 엽저의 각도(형질 6) 를 측정 형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보유한 표본에 대하여 육안으로 일차 동정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주요 식별 형질로 인식되지 

않았던 잎맥의 수(형질 5) , 구과의 너비를 측정한 위치(형질 7) , 동아의 길이를 조사대상(형질 

8)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한 열매에 대하여 폭과 길이의 비융(형질 3)을 조사하였다.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 measurements of A. hiγsuta var. hÍrsuta and A. 

hÍrsuta var. sÍbÍrÍca 

Character No. Characters 

1 Fruit length 

2 Fruit width 

3 Fruit length/width ratio 

4 Number of fruit 

5 Number of vein 

6 Angle of leaf base 

7 the length from bottom to the widest part of cone 

8 Bud length 

각 형칠의 측정은 부위에 따른 변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위의 기관으로부터 실시하 

였다. 잎의 형태와 관련된 형질은 잎 중 가장 큰 잎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열매 역시 마찬가 

지로 결실한 열매 중 가장 큰 열매를 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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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asured characters for the morphometric analyses of A. hÍrsuta 
var. hÍrsuta and A. hÍrsuta var. sÍbÍrÍca 

변이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측정 형질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두 분류군을 가장 잘 구분하는 두 가지 형질에 대한 형 질량의 산포도를 

작성하였다. 

분포도조사: 물오리나무 CA. hirsuta var. hÍrsuta) 의 분포도는 국내， 외 문헌 및 표본의 채집지 

를 바탕으로 국지적인 분포를 조사 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물캠나무는 (A. hÍrsuta var. 

sÍbÍrÍca) 표본의 채집지를 바탕으로 국내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결과및 고찰 

물오리나무 (A. hÍrsuta var. hÍrsuta) 와 물캠나무 (A. hÍrsuta var. sÍbÍrÍca)에 대한 8개 

정량 형질을 분석한 결과， 열매의 길이와 너비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물오리나무의 열매는 

길이 12-32 (22)mm , 너비 5-11 (8)mm로 가로와 세로 비는 l.5-5.1 (3.3) 였으며， 물캠나 

무는 길이 20-35 (27)mm , 너비 11-18 (1 4.5)mm이고 가로와 세로의 비는 l. 8-2.7(2)로 

물캠나무가 물오리나무보다 열매의 크기가 크고 모양도 물오리나무는 장타원형으로 나타났다 

(Fig. 2 , 형질 1, 2 , and 3). 구과의 수는 물오리나무가 3-5(4) 이고 물캠나무가 1-4 (3.2) 

로 나타나 물오리나무의 구과가 조금 더 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 형질 4) 

잎의 모양 및 엽맥에 대한 형질에 있어서 엽맥의 수는 물오리나무가 7 -9 (8) 개이고 물캠 
나무가 6-9 (7.8) 개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Fig. 2 , 형질 5) . 하지만， 엽저의 각도를 측정한 

결과， 물오리나무는 100-180。 이고， 물갱나무가 180-280。 로 물캠나무의 엽저의 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 형질 6) . 

열매의 단원경의 위치는 물오리나무가 2-10(4)mm이고 물갱나무가 7-15 (l O)mm로 나 

타나 물오리나무의 열매가 긴 난형으로 나타났다(Fig. 1, 형칠 7) . 동아의 길이는 물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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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3-9(4)mm이고 물캠나무가 6-11 (9)mm로 나타나 물캠나무 동아의 길이가 더 

으로 나타났다CFig. 2. 형질 8). 

Fig 2 에서 보듯 열매의 폭과 길이의 비융과 엽저의 각도에 의해 물캠나무와 물오리나무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물오리나무의 열매는 장타원형 열매를 갖으며 엽저는 예저에서 원저 

를 갖으며， 물캠나무는 열매가 타원형으로 물오리나무와 확연히 차이가 났으며， 엽저 역시 심 

장형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정성적 형질로서 물오리나무는 

박달나무와 같이 지저분하게 갈라지는 

드L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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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가 매끈하지만， 물캠나무의 경우， 수피가 홉사 물 

특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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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diagram from angle of leaf base and ratio (length/width of cone) 

for taxa of A. hirsuta var. hirsuta (‘) of Gwanaksan and A. hirsuta var. sibirica 

of Gwanaksan (口) and Bukhansan (6) 

분포도 작성: 국내 외 문헌 및 표본의 채집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물오리나무 (A. 

hirsuta) 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와 연해주， 시베리아 중앙에서부터 중국의 북동지역인 선양 

시와 하열빈 일대， 네이멍구자치구의 북동쪽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역에 

결쳐 분포하고 일본은 훗카이도와 혼슈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큐슈와 시코쿠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반면 불캠나무는 (A. hirsuta var. sibirica) 의 분포는 분류적 논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포만을 확인하였는데 주로 지리산 일대와 경기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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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tribution map of A. hirsuta in East Asia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검색표를 작성하였다. 

l. 열매는 지름이 (5)8 (1 1)mm이고， 긴난형(길이/폭 비율. 3.3) 이며， 엽저는 여l 저 (90-110
0 

) 

이다. 동아는 작다(4mm) 수펴는 매끈하다. 

---•• ------ 물오리 나무 (A. hirsuta Turcz. ex Rup r. var. hirsuta) 

l. 열매는 지름이 (1l) 1304)mm이고， 난형(길이/폭 비율. 2) 이며， 엽저는 평저 030-140' ) 

이다. 동아는 크다(9mm). 수피는 피목이 발달하고 마치 박달나무나 벚나무수피처럼 갈라 

진다. 

---------------- 물캠나무 [A. hirsuta var. sibirica (Fischer) C. K. Schnei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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