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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0 c1arify the taxonomy of Ramnaceae, herbarium specimens collected from 

South Korea were examined on the basis of leaf, flower, and fruit morphology.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s showed that 13 taxa could be 

recognized. 1'he current study could not confirm the existence of Rhamnus utilis 

Decne. ‘ R. diamanticus Nakai, and R. paru(lolius Bunge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R. davuricus var. nipponicus justified a species status as R. 

ussuriensis J ν'ass due to the presence of thorn in the winter terminal bud. Also, 

a plausible suggestion was that Berchemia wilsonii in central China may be 

recognized as a synonym of B. berchemiaξfolia in Korea and Japan. Results from 

this CUlTent study showed that B. racemosa justified the 이d name of B. floribundα 

in China Finally using a key and a limited sample of the Arboretum herbarium 

specimens (SNCAl to a1l taxa , the distribution maps were provided here. 

- 1 



갈매나무과의 분포지와 식별 

서 론
 

갈매나무과에는 전세계 50속， 900종이 분포(Richardson ， 2000)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ilLis ， 1985) 국내에 자생하는 7속은 갈매냐무속CRhamnus) ， 망깨나무속 

(ßιrchemial ， 까마귀베게속(Rhamnellal ， 갯대추속(Paliurusl ， 상똥나무속(Sageret따l ， 

헛개나무속(HoveniaJ ， 대추냐무속(Zíziphus)이다(Lee， 1980). 최근 Richardson et 

al.(2000) 의 염록체의 rbcL과 tmL-F gene으로 갈매나무과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파는 단계원적 진화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국내에 분포하는 Hovenia와 

Ziziphus 속은 Paliureae족에 1 나머지 5개 속은 Rhamneae에 포함되었다. 

국내에 분포하는 식물은 갈매나무속과 망개나무속 만이 몇 종이 알려져 있고 대 

부분은 l속 l종 식불만이 보고되고 있다. 망개나무속은 12종이 남동부아시아， 동부아 

시아 그리고 북미대륙에 12종이 보고되며 국내에는 망재나무[ßerchemia 

berchemifolia (Makinol Koidz.]와 먹 넌출[B. racemosa Siebold et Zucc. var. mαgna 

Makino] 2종야 분포한다(Lee， 1980). 갈매나무속은 전세계에는 약 100여종이 보고되 

고 있으냐 아시아에서는 동아의 나아 vs 인여， 양성화 vs 단성화， 5수의 꽃 vs 4(5)의 

꽃 수 등의 특정으로 2 아속CFrangu{a， Rhamnus)으로 양분하며 후자의 아속은 다시 

3개 젤 (Tetw:ia， mis. Pseudoceanothus, Rhamnus)로 나눈다. 절간 구분은 잎의 태생 

vs 호생， 화서， 꽃의 수 등이 주요 특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내에 져생하는 식물 

중 산황냐무가 유일하게 Frangula아속에 속하며， 나머지 모든 종들은 모두 Rhammιs 

아속， Rhmηnus절에 속한다(Chen and Chou, 1982) ‘ 

헛개나무속은 4-5종이 현재 중국， 일본， 한국， 인도에 국한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 만(Chen and Chou, 1982) 국내에는 Hovenia dulcis Thùnb. ex MUlTay 1 

종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e， 1980). 갯대추속은 6종이 넘부유럽과 동북 

아시아에 국한되약 분포하는 식물로는 한국남부， 얼본남부， 대만， 중국에 분포하는 갯 

대추[Palíurus rwηOSISSlmμS (Low",) Poiret]만이 알려 져 있다(Rehder ， 1940; Ohwi, 

19혀; Lee, 1980). 대추속은 약 40종이 님， 북반구 아열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 

적 으쿄 많이 재쾌하고 있다(Rehder， 1940; Ohwi, 1984; Lee, 1980). 상동냐무속은 동， 

남부아시약와 북미대륙에 격리 분포하는 속으로서 약 15종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일본남부， 대만， 중국， 인도에 걸쳐 넓 게 분포하는 상동나무[Sageret따 theezans (L.) 

Bron잉niart 1 1종만이 알려 져 었다lRehder 1940; Ohwi , 1984; Lee, 1980). 까마귀 베 게 

속은 5종이 동부아시아야l 분포하는대 일본， 한국， 중국 동부에 분포하는 까마귀에개 

[Rhamnella .franguloides (Maxim.J Weberbauer]가 보고된다(Lee， 1980; Ohwi, 1984). 

본 연구는 수목원 소장표본을 중심으쿄 남한에 분포하는 식물의 표본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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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포에 대헨- 정보를 제시함파 동시에 야교적 많은 종어 보고띄는 갈꽤나무속의 식 

별학석 문제점괴 검색표괄 /‘1’쿄 작성하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외부형질의 관찰에 사용펀 표본은 모두 샤울대학교 농업생명피학대학 부속수목원 

식물표본실 (SNCi\ l 에 소장된 표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표본은 

Berchemia berchemiaζfofi，α (ìVlakino) Koidz 망개 나무， Berchemia .floribunda (WaIU 

Brong 청사조(=먹 넌출)， Hovenia dulcis Thunb. ex Murray 헛 깨나무， Paliunι 

rC1Jηosissimus (Lour.) Poiret 갯 대 추， Rhamnus crenatus Siebold et Zucc. 산황나무， 

Rhamnus dauurica Pallas 갈매나무， R띠mnus taquetii (H. Lév.) H. Lév. 좀갈매나

무‘ Rhamnus koraiensis C.K. Schneid 럴 갈매 나무， RhaTηnus yoshinoìi Makino 짝자 

래 나무， Rhamnella franguloides (Maxim. l Weberbauer 까마귀 베 개 ， Sageretiα 

theezans CL.) Brongniart 상동나무 ， Ziziphus j[μuba iVliller 렷 대추， Ziziphus jujuba 

var. inennis (Bunge) Rehder 대추를 조사하였다. 

결과및 고찰 

헛깨나무， 갯대추， 까마귀베재， 상동나무， 핏대추， 대추는 우리나라에 l속 1종만 었 

다l 검색표는 제시하지 않고 분포도만 작성하였다(Fig. ll. 갈매냐무속은 속명이 남성 
(Erh강rdt eL al., 2000)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등의 모든 식물져에서는 여성으로 취 

급하여 모두 종소명의 어 n] 변화가 -3로 잘 못 사용되고 있으며 윷바른 종소명의 어미 

변화는 모두 -us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에 자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는 몇몇 삭 

똘， 연밥갈때나무， 돌갈매나무 ， R. diamanticus 등은 북한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어 소장 

표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갈매나무속의 주요 형젤은 단지가 발달하면서 측맥 

수는 2-6개이며 가시가 때로 일부 종에서 발달하며 잎은 호생하거나 대생하는 특정을 

가진다. 

조사된 표본 중 흥미로운 표본은 옆이 대생 혹은 아대생연 식물로는 남한에 갈매 

나무반야 알려져 있였으나 가지 정단부끈애 가시가 밥달하는 종파 가시가 아년 동아 

가 발달하는 두 분류군의 확인야였다. 지리적으쿄 동아가 발달하지 않는 종， 즉 갈매 

나무는 강원도 지역에서만 확인되었고 대신 가지 정단부근에 가시가 발달하는 종은 

강윈도 지역이외에서 확인되었다. 기존의 발표된 참갈때냐무 R. 따vuricus var 

nipponicus i\1 akino는 종자에 깊은 흠이 있으면서 엽 병 의 길 이 가 10-25 mm , 잎의 길 이 

가 3-16c l11, 너비가 2-5 cm로서 엽병이 6-25 111m , 잎의 걸이가 5-10 cm, 너바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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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나무과의 분포지와 식별 

cm인 갈매나무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Lee， 198이. Ohwi(1984)도 역시 잎의 세장하 

는 형태를 R. davuricu5 var. nipponic따라 하였고 분포는 Honshu라 하였다. 그러나， 

중국식물지에서는 R. davuricU5 var. nipponicu5실체와 동북3성에 분포하는 R. . 

uμ/5.'‘있11π띠r디-iens인is ]. Vass는 별개의 종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준표본과 일본의 표본 

을 확인할 수 없지만 Nakai(1917)의 그림을 보면 확연하게 가지 정단부근에 가시가 

발말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기 존의 학자(Lee， 1980; Ohwi , 1984)들은 R. davuricus 

var. nipponicus의 주요 행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잎의 모양이 다르다는 관 

점에서 R. davuricus의 변종으로 취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보고된 

R. ussueriensis는 국내 분포하는 분류군과 일치되며 지리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 

고 가지 정단부근의 가시가 발달하는 형질은 고정된 형질로 변종보다는 종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명은 그대로 R. davuricus var. nipponicus의 참갈매나무 

를 사용하며 R. ussuriensis는 중국 동북3성에서부터 한국 내륙지방에서 일본 Honshu 

까지 넓게 분포하는 식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표본과 중국 동북3성의 표본 

을 더 관찰하여 이에 대한 실체를 재확인할 필요는 있다. 

참갈매냐무의 근연종으로 R. utilis가 국내 및 일본에 분포한다고 보고되며 소지에 

렬이 있으며 엽병이 짧고 엽맥에 노란 색(황색， 금황색， Chen and Chou, 1982) 이 존 

재하는 특징이 보고되나 본 조사에서는 갈매나무처럼 매우 길며 잎의 럴도 흰색으로 

존재하여 남한에는 모두 참갈매나무로 확인되었으며 R. utilis는 남한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펀다. 또한， 종자와 내과피와 잘 분리되는 R. diamanticus Nakai는 종자 

가 잘 분리되지 않는 참갈매나무와 구분되는 종으로 인정 (Chen and Chou, 1982)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을 가진 표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돌갈매나무는 잎이 난형이 

면서 매우 작고(lcm-3cm 사이) 측맥수도 2-3개에 불과하며 잎이 매우 두럽다고 보고 

되는데 남한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잎이 호생하는 식물로는 좀갈매나무， 털갈매나무， 짝자래나무 3종이 보고된다. 이 

중 좀갈매나무는 제주도 특산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로서 옆 뒷면에 털이 발달하는 털 

갇매나무와는 잎의 길이기 작아 구분된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채집된 일부 게체도 이 

러한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에서도 털갈매나무와 좀갈매냐 

부가 같이 띈견되어 본 종에 대한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섭지역에서 채집된 집단 

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요망된다. 잎 뒷면에 럴이 발달하지 않는 종으로는 짝자래나 

무는 주쿄 백두대간에 분포하는 식물로서 만주식물구계에 속하는 식물이다. 중국이나 

라 시 아에 서 는 Rhamnus schneideri H. Lev. et Vant.로 기 재 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 본 

의 R. yoshinoii Makino와는 동일 종이며 R. voshinoii (1904년)는 R. schneideri의 학 

맹 (1908년)보다 선취 권이 있다 (Lee, 1966; Chen and Chou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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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나무속 

1. 봉아가 나아이며 꽃은 5수， 갈색융모， 꽃븐 양성， 화서는 취산 혹은 산형화서， 남해 

안 경기도 서해분포 

------------------------------------ Rhamnus crenatus 산황나무 

1. 몽아는 아린이 있으면 꽃은 4수， 꽃은 단성이며 자웅이주. 1-여랙개의 꽃이 달리며 

화서는 형성하지 않음 

2. 잎은 대생 혹은 아대생 

3. 엽 병 이 짧다. 0.5- 1.5 cm --------------------- R. pa/î띠(olius 돌갈매나무 

3. 엽 병 이 길다. 1.5-3 cm 

4. 가지 정단부근에 기시발달. 잎은 좁은 타원형 (강원이외 지역) 

------------------------------------- R. 따surzensls 참갈매나무 

4. 가-지 끝에 동아발달， 잎은 원형 (강원도 지역) --- R. davuricus 갈매나무 

2. 잎은 호생 

5. 잎뒷면에 털이 발달 

6. 잎의 길이가 4-7 cm, 강원도를 제외한 전역 

------------------------------------- R. kore띠ensls 털 갈매 나무 

6. 잎의 길이가 2.5 cm, 제주도 혹은 도서지방에 분포 

---------------------------------------- R. ~quetU 좀갈매나무 

5. 잎 뒷면에 렬이 발달하지 않음， 주로 강원도 및 백두대간 산림식생 

------------------------------------------ R. voshinoii 짝자래나무 

망개나무는 Chen and Chou (l982l는 Berchemiella라는 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Berchemia속과는 주모 교목성 이며 작은 피목이 발달하고， 꽃받침내 가운데 돌기가 발 

달하고 핵과가 1실 1종자로서 관목성， 피목이 발달하지 않고， 꽃받침내 돌기가 존재하 

지 않고 핵과는 2실 각 1종자로서 구분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Berchemia속(Ohwi ， 1984; Kitamura and Mw'ata 1984; Lee, 1980)으로 처 리 하고 있 

다 중국내륙(湖北)의 Berchemia wilsonii (C.K Schneid.l Koidz.가 망개냐무에 비해 

엽병이 걸어 독립종으로 보고 있으나 뚜렷한 생식형질의 차이가 없어 동일종으로 판 

단된다. 만약 이 경우가 사실이면 망개나무는 일본이외에도 중국 내륙에 분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B. racemosa Siebold et Zucc.보다 잎이 커서 Berchemia 

racemosa Siebold et Zucc. var. magna Makino로 처 리 하며 (Ohwi, 1984; Kitamura 

and Murata. 1984) 국내에는 전자가 군산에 후자는 충남 안면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Lee， 198이. 중국에 분포하는 Berchemia floribunda (Wal l.l Brong.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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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mo있와 동일 종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Chen and Chou(1982)의 의견을 

따라 이 학명을 사용하였다， 먹넌출과 청사조의 차이는 현재 표본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일단은 B. floribunda에 포함시켰다. 분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해안 지역에 대 

한 조사가 펼요하다. 

망개나무속 

1. 직럽성 교목， 가지는 적갈색이며 피목이 산생， 화서는 잎보다 짧으며 잎은 예두， 엽 

맥 수 6-7개 ---------------------------- Berchemia berchem따하ol따 망 개 나 
D 
끼一 

1. 관팍성， 가지는 녹색， 원추화서로 발달， 잎은 둔원형， 엽맥수 10-12개 

----------------------------------- B. floribunda 청 사조 

헛개나무는 그리 흔한 식물은 아니지만 경기도 북부에서도 발견되는 식물로서 강 

원도 일부지역(삼척부근)과 울릉도에서 채집된 표본들이 있다. 갯대추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식물이며 까마귀베게는 서해 도서지역과 제주도에서 채집된 식물이다. 상동 

나무와 대추도 역시 서해 섬지역 일부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다. 

갈매나무속 식물은 분포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중국 동북3성에 분포하는 만주식물 

구계의 식물로는 참갈매나무， 짝자래나무， 갈매나무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 모든 갈 

매나무과 식물 대부분은 한일구계， 혹은 중국중부계에 속한다(Takhtajan， 1986). 희귀 

식물로 인식되는 종으로는 망개나무와 좀갈매나무로서 전자는 일본에도 분포하지만 

최근 자료(Environment Agency of ]apan, 2000)에 의하면 일본의 희귀식물에서는 제 

외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Lee ， 1982). 좀갈매나 

무는 한반도에 제한적 분포를 하지만 분류학적 실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 

요 약 

갈매니무과에 속하는 7속 갈매나무속(Rhamnu.s) ， 망개나무속(Berchem따) , 까마귀 

배 게 속(Rhamnella) ， 갯 대 추속(Paliurus) ， 상동나무속(Sageretia) ， 헛 개 나무속(Hoven따) , 

대추나무속(Ziziphus)에 대해 분포와 주요 형질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넘-한 

에 분포하지 않는 갈매 나무속 R. utilis Decne. , R. diamanticu.s Nakai, R. pamifolius 

Bunge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참갈매나무에 대한 실체는 R. davuricus va.r. 

mppomcus라는 학병보다는 R. ussuriensis가 정확한 학명임을 확인하였다. 망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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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O 소

 「
앙개나무는 중국내륙u왜北)의 Berchemia wilsonii (C.K. Schneid.) Koidz.와 매우 

유사종임을 확인하였으며 충넘- 안면에서 채집되었던 먹넌출은 중국에 분포하는 

Be낌rd띠he낀lnllηI1따.σá floααrψ II띠llnμmda (씨w’a때때II.J B센roτ"ong닫.오와} 동일종으로 기존의 사용된 학명 이 바뀌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라 갈매나무속의 분포도와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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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ζ? 

R. crenatus 산황나무 R. davuricus 갈매나무 

CP Q 

R. ta(juetii 좀갈미}나무 R. koraiensis 털갈매나무 

Fig. 1. The distribution mäJ) of Rhamnacea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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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j ζ〉

R. voshinoii 짝자 래 나무 R. ussuriensis 참갈매 냐무 

@ 
. 

ζ? 
o 

Berchemía berchemiaefolia 땅개 내무 
B. floribundα 청 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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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ζ? 

Hovenia clulcis 헛 개 나무 

• 

Sageretia theezans 상똥마무 

• 

-11 

징P 

Paliurus ramosissimus 갯 대 츄 

Rhamnella franguloicles 

까마귀베개 



갈매나무과의 분포지와 식별 

ε? 

Ziziphus jujuba 핏 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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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t、nclix 1. Vouchers for dístribution maps of Rhamnaceae in South Korea ancl specimens 

examined for this studv. All vouchers are at. SNUA. 

Rhamnus ussuriens,:s ]. Vass 잠갈매 나무 

서울시: 관악산(T.B. Lee S. n. s. d. SNUA:36832 ‘ T.B. Lee S. n. s. d. SNUA:36826; T.B. Lee S. n. 

S. d. SNUA368장) 

성 기 도 옹진 군 대 연 평 도 tB.R. 'linger ef al. 24:39; B.R. Yinger et (/1. 2468) , 백 령 도(B.R. 

Yinger et al. 2828; B.R. Yinger et al. 2&34‘ B.R. Yinger et al. 2245) , 가평 군 명 지 산 (Chang 

2669: Chang 1911; Chang 1589), 강화되L몽 (T.B. Lee S. n. Sept 20. 1975; Si\TU‘A36828; 

SJ\TUA36827) , 용문산(T.B. Lee S. n. Aug 27. 19:37; SNUA:3675L SNUA:367:30) , 광릉(T.B. Lee 

and D.C. Kim S. n. 1\1ay 14. ?; T.B. Lee and 1.K. Chang S. n. May 22. ?‘ T.B. Lee S. n. Sept 

21. 1974; SNUA:36809; T.B. Lee and N.D. Kim S. n. Sept 19. 1959; T.B. Lee S. n. Oct 1. 1972; 

SNL'A36772), 양지 (T.B ‘ Lee anc1 S.H. Han S. n. June ? 1960‘ T.B. Lee et al. S. n. June 17. 

1961 ‘ T.B. Lee et al. S. n. June 7. 1962; T.B. Lee et al. S. n. July 2. 196:3; SNUA36788; T.B. 

Lee et (/1. S. n. July 22. 1965: T.B. Lee et al. S. n. June 1. 1963), 교내(T.B. Lee S. n. ]une 13 

1981; T.B. Lee ancl E.S. Kim S. n. June 1:3. 1981; SNUA:36796; Y.S. Chang S. n. ]une 15. 1982; 

E.H. Choi S. n. June 22. 1982), 수목원(T.B. Lee s.π Sept 17. 1972), 챙 계산(T.B. Lee et al. S. n. 

lVlay 30. 1964; T.B. Lee and M .Y. Cho S. n. May 22. 1965) , 바라산(T.B. Lee et al. s.n Sept 

12. 1964; T.B. Lee et al. S. n. Sept 21. 1964), 호명산(T.B. Lee ancl M.H. Lee S. n. Sept 21 ‘ 

1981: SNUA36819: SNlìA3682L SNUA:36822), 한탄강(T.B. Lee S. n. Oc t 13. 1974) 

잔라북도: 전안(T.B. Lee S. n. ]uly 26. 1970; SNUA36811) 

전라남도· 무등산(T.B. Lee S. n. Aug 18. 1970; SNUA36773) , 도초도(T.B. Lee S. n. July 22 

1979) 

충청북도: 괴산군 송덕리 (T.B. Lee and M.Y. Cho S. n. Aug 26. 1965), 괴산(T.B. Lee S. n. Oct 

27. 1975) 

강원도: 화천 저수지 (T‘ B. Lee and M.Y. Cho S. n. May 24. 1966) 

Rhamnus taquetii H. Lév 좀갈매나무 

인천· 덕적도{T.B. Lee S. n. S. d. SNUA3695Ul 

전라남도· 흑산도(T.B‘ Lee s.n Aug 27. l%D: SNUA3W56: SNUA::l6955; SNUA.:36954: SNUA3695;:l ; 

SNπj;\J6CJ52: 

SNUA:36944) ‘ 도초도(T.B. Lee S. n. J비y 22. 1979), 비 금도(T.B. Lee s.η July 19. 1979) 

겸상북도 울진해안주변과 히천(T.B. Lee et a[. S. n. July 16. 1964) 

제주도; 저l 주균(c.s Chang 23(2) , 제주도(’I、.8. Lee S. n. S. d. St-,TlJA:36957; T.B. Lee S. n. 8. d. 

SJ\TUA.:1695S: 

T.B. Lee S. n. S. d. S~、JUA:3694Sl ， 벡 늑담(T.B. Lee and lV!.Y. Cho S' n. ]uly 16.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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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mnus Iwraiensis C.K. Schneid. 털갈매나무 

서울시‘ 관악산(T.B. Lee 8.n 8. d. SN미JA36935; T.B. Lee and E.S. Kim s.n ]'v[ar 3. 1981; T.B. 

Lee and ].\1/. Kim S. n. June 23. 1957; T.B. Lee S. n. S. d. S]\TUA36936: T.B. Lee S. n. S. d. 

SNUA36939; T.B. Lee and D.J. Park S. n. May 7. ?), 남산(T.B. Lee S. n. June 5‘ 1958), 도봉산 

(T.B. Lee S. n. Sept 5. 1959) 

인천시. 선갑도(T.B. Lee and ìVl.Y. Cho S. n. ]uly 10. 196.'); T.B. Lee et al. S. n. Aug 4. 1982; 

sr、πJA36901) ， 백 아도(T.B. Lee S. n. Aug 3,4. 1952; Sl\TUA36926; SÌ'HJA36922 ‘ SNUA.36923‘ 

T.B. Lee and B.S. Yoo s.n. Aug 2. 1952), 울도(T.B. Lee et al. S. n. Aug 3. 1982), 마리 산(T.B‘ 

Lee and l\tLY. Cho s.n: ]une 17. 1965; SNUA 36869) 

경기도· 옹낀군 대연평도CB. R. Yinger et a1. S. n. Oct. 26. 1984), 수원 서윷대 농대(T.B. Lee et 

α1. S.n. s.d. SNUA368:37; T.B. Lee et al. S.n. s.d SNUA36856), 광교산(T.B. Lee et al. s.π 

Apr 20. 198L H.S. Kim and ].H. Lee S. n. Aug 25. 1990; T.B. Lee et al. s. π Apr 26. 1981; 

SNllA36860; SNUκ368:39.: T.B. Lee et al. S. n. Sept 23. 1964; SNUA36875: T.B. Lee et al. 

S. n. APl‘ 26. 1981), 광능(T.B. Lee anc1 B.M. Woo S. n. Oct 21. 1958; T.B. Lee S. n. Sept 19. 

1959) , 포천 백운산(T.B. Lee S. n. ]uly 30. 1985; SNUA36892), 수리산(T.B. Lee et al. S. n. Sept 

25. 1963; T.B. Lee S. n. July 28. 1968‘ SNUA36940; SNllA3694L T.B. Lee S. n. June ? 1962), 

양지 (T.B. Lee S.n. May 18. 1958; T.B. Lee and ].1. Kim s.π Sept 27. 1959; SNUA36862; 

T.B. Lee S. n. May 26. 1962‘ T.B. Lee S π Oct 1. 1961). 바라산(T.B. Lee et al. S. n. Sept 12 
1964) 

강원도· 법흉사(T.B. Lee S. n. June 11. 1988) 

충챙북도. 속리산(T.B. Lee and B.K. Lee S. n. Oct 10. 1959) 

충챙남도: 외연도(T.B. Lee and ì\lI.Y. Cho S. n. ]uly 2. 1965; SNUA36849) , 서산군 대뱅이섬 

rB.R. Yinger et al. S. n. Aug 23. 1984) , 안면도 화지(T.B. Lee and lVI.Y. Cho S. n. June 29. 

196'1) 

전라북도‘ 선서도CT.B. Lee et a1. S. n. July 26. 1980), 변산반도 중계리 (T.B. Lee ancl M.Y. Cho 

S. n. Aug 14. 1965) 

전라남도 우이도(T.B. Lee S. n. S. d. SNUA36887; T.B. Lee S. n. S. d. SNUA36888) , 도초도(T.B. 

Lee S. n. July 22. 1979‘ SN1.lA36891). 낀도 쌍계샤(T.B. Lee et al. S. n. Aug 8. 1964), 진도‘(T.B. 

Lεe S. n. July 20. 198?), 조계산(T.B. Lee S. n. Aug 10. 1976: SNUA36930: SNUA369::l2; 

SNlJA::\69:14 ‘ Sf、iUA36925; Si'H.lA36924; SNUA3693L SNUA.:익6938). 보낄도(T.B. Lee et al. 

S. n. Aug 14. 1964; SNπJA36915; SNUA36916; SNUA36843; SNUA36842; SNUA36847; 

SNlJAJ6846; S)\TUA3684:"); SNUA36844), 지리산 노고단 화엄사(T.B. Lee S. n. July 4. 1982; 

S NU A:16894). 송판사(T.B. Lee ancl M.Y. Cho S. n. Oct 24. 1965), 흑산도 벼리 (T.8. Lee S. n. 

June JL1. 199~~) ， 목포시 운탈산CB.R. Yinger et al. S. n. Sept 26 1985)，유딸산(T.B. Lee S. n. s.d 
S Nl_' A • .::l6mO) 

정상넘도 설전(T.B. Lee and l\-I.Y. Cho S. n. Sept 17. 1966) 

저l 주~，::_ 서 귀 포(].Y. Pmk S. n. l\'Iay 24. 1969). 추산(T.B. Lee e[ αl. S. n. June 12.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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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mnus α-ιnatus Siebolcl et Zucc. 산 황나무 

신라남도 목포시 유달산m.R，Yinger et al. S. n. Au딩 10. 1985), 지리산(T.B. Lee et al. s.n. Sept 

:J. 196:)) 

Rharnnus clauuricus Pall. 깔마l나무 

경기도 바라선 (T.B. Lee et al. S. n. Sept 12. 1964)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Chang 2020; Chang 2442) , 오대산 호령봉(T.B. Lee S. n. Sept 19. 1971; 

SNUA3677:J) , 월 정 사 비 로봉(T.B. Lee et al. S. n. Aug 18. 1963), 언 제 군 접 봉산( Chang:j273; 

JB199; JB108; JB336; T.B. Lee et al. S. n. Aug 1l. 1983; SNUA367S6; T.B. Lee et al. s.n 

Aug 9. 1983), 인제군 가칠봉(KCll) ， 고성군 간성읍(HR393) ， 평창군 가리왕산(Chang 2694), 황 

벙산(T.B. Lee et al. s.n. July 13. 1964; SNUA36800) 

Rhamnus voshinoii lVlakinn 짝자래 나무 

함겸북도. 회령읍 회령깐(j.C. K..im S. n. Aug 1~). 1914) 

경기도: 옹진군 솔림변m.R. Yinger et al. S. n. Aug 16. 1984), 백운산(T.B. Lee s.n June 30. 

1981; SÌ'HJA:36987)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Chang :ßI7l, 평창군 개방선(Chang 1600), 평창군 명개리 (Chang 3244), 

삼척시 선기연 대이라 (Chang 2048) , 인제군 북면(HR096) ， 함백산(T.B. Lee et al. s.π Nov 24. 

1964; SNUA36963; SNUA36962; SNUA:37000) ,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T.B. Lee s.n July 26 ?), 

백 담샤 봉 정 암(T.B. Lee ancl lVI.Y. Cho s.n Sept 24. 1966; SUNA:37006; T.B. Lee S. n. Oct 18. 

198'1), 오대산( T.B. Lee ancl lVI.H. Choi S. n. Aug ? 1958; T.B. Lee S. n. Aug ? 1958), 월정사 

(T.B. Lee ancl !'vI.Y. Cho S. n. Sept 18. 1%5; SUNA36978; SUNA36977; SUNA36974; T.B. Lee 

et al. S. n. Aug 20. 1963; SÌ\미JA36984) ， 가칠봉(T.B. Lee S. n. July 23. 1981; SUNA37008; 

SUNA37005; SUNA3699L SUNA36992l, 치 악산(T.B. Lee S. n. Oct 4. 1988) , 계 방산(T.B. Lee et 

al. S. n. July 24. 1981 ‘ SNlJA36990‘ SNUA36993) 

충청북도 볍주사 상환암(T.B. Lee ancl ì'vI.Y. Cho S. n. Sept 15. 1966; SÌ'HJA.36975) , 속리산 

(T.B. Lee S. n. June 9. 1962 ‘ T.B. Lεe ancl iVI.Y. Cho S. n. Aug 26. 196.5; T.B. Lee S. n. July 3. 

E169 ‘ Sì\TUA 37002; SNUA:37003) , 조 령 저12핀 문(T.B. Lee S. n. Aug 10. 198'1; SNUA36998) , 조 

령 혜국샤(T.B. Lee S. n. Aug 8. 198?; SNUA:36995; SNUAJ6997) 

진라북도 내장산(T.B. Lee ancl ìVI.Y. Cho s.n Aug 16. 1965; SNUA:16981) , 무주군 덕유산 

(Chang 2420) 

전라남도: 송광사(T.B. Lee ancl M.Y. Cho s.n Oct 24. 1965), 노고단(T.B. Lee et al. s.n July 

26. 1963), 노고단 심원(T.B. Lee ancl lVI. Y. Cho S. n. Aug 31. 1966; SN1JA37012) , 노고단 화엄 

사(T.B. Lee ancl ì\tI.Y. Cho S. n. Aug 28. 1966 ‘ SNUA37017), 노고단 만복대(T.B. Lee ancl 

M. Y. Cho S. n. Aug 10. 1964; S ì\TUA3791 9), 지리산 반야봉(T.B. Lee s.n July 18. 1961; 

S N1J A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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