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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우리를부르고우리는오늘도산을오릅니다.

어느새산사람이되어갑니다.

숲은맑은물, 깨끗한공기와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는동시에크나큰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천연자원의보고입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인 우리나라는 생물의 종이 30,000여종에 달하며 그 중 식물종만

하여도 5,000여종에이르는종다양성이풍부한나라입니다.

산림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시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산림자원의과학적인조사·분석및체계화가선행되어야합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큰키나무·덩굴나무 도감』은 2006년부터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산림을대상으로 4,000개의표본점을추출하여산림자원의현존량및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 수행 시 주로 출현하는 큰키나무 49종,

덩굴나무 47종을우선선정하여수종식별을보다쉽고정확하게조사·기록하기위하여

꽃, 열매, 잎, 겨울눈, 수피의특성순으로배열하였으며, 특히식별이어려운유사종의

특징을비교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앞으로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조사되는초본종, 희귀및멸종위기종등다양한

테마를대상으로도감시리즈를발간할계획입니다.

본 도감이국가산림자원조사시주로출현하는큰키나무와덩굴나무의식별을위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식물자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길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본 도감을 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산림자원조사요원, 사진촬영,

편집, 감수를맡아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산림자원조사본부장정진현

발간사



조사배경

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국제사회의국가산림통계제출요구증대

산림자원및환경의변화동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의필요성대두

조사목적

전국산림의과학적인조사·평가를통해국가산림자원기본통계확보

산림자원의변화동태및생태계건강성을주기적으로조사·평가

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천을위한산림기본계획, 생태적산림관리방안및

산림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큰키나무 (2006년~2012년)

총 47과 250종 1,028,052본의큰키나무출현

총 250종중에서침엽수는소나무외 29종

산림청지정희귀및멸종위기식물은너도밤나무외 10종

덩굴나무 (2006년~2012년)

총 18과 50종 399,384본의덩굴나무출현

산림청지정희귀및멸종위기식물은등칡, 세잎종덩굴, 애기등이출현

18과중포도과가 8종으로가장많이분포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r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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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①수록종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ry Inventory)에서 출현한 종에 대하여 출현빈도

상위 큰키나무 49종과 덩굴나무 47종에 대한 분포정보를 수록하고 유사종 포함

총 150종을대상으로사진(수형, 수피, 꽃, 열매, 겨울눈등), 기재문및분포, 유사종

특징비교를함께수록하였다. 

② 분류체계

전체분류체계는Engler체계를근간으로정리하였다.

③ 학명

이 책에 나오는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http://www.nature.go.kr/kpni)을

참고하였다.

④ 분포기반

분포도 도식의 기반을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ry Inventory)의

고정표본점이속한광역시도를바탕으로하였다.

⑤ 기재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0), 『한국의 나무』(김진석·김태영, 돌베개, 2011), 『 겨울철 낙엽수 식별

-소지도감-』(이창복,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1996) , 『식별이 쉬운 나무도감 』

(국립수목원, GEOBOOK, 2009) 을참고하되, 가급적우리말로순화하여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경우에는한자식으로표기하였다. 

⑥ 사진

사진은대부분표본점접근경로및표본점내에서직접촬영하였고, 대표사진, 꽃, 열매,

수피, 수형, 겨울눈등의카테고리로구성하여다양한모습을볼수있도록하였다.

5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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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는 방법

①국명 ②학명 ③과국명 ④타이틀색상 [■상록수■낙엽수■덩굴성]

⑤식물생태사진 ⑥식물부분사진 ⑦식물부분명 ⑧분포도(NFI기반)

⑨세부설명 ⑩유사종특징비교 [비교종사진과부가설명및분류 Key]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침엽으로 2개가 모여나고 약간 뒤틀리며 2년 후 낙엽이 진다. 

열매 ▶ 구과로 난형이며 이를 솔방울이라 한다. 씨앗은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고

구과는 다음해 9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수꽃차례는 새가지 밑부분에 달리며 타원형으로 갈색이며

암꽃차례는 새가지 끝에 달리고 적자색이며 난형이다.

수피 ▶ 윗부분이 적갈색이며, 노목의 수피는 검은 갈색이고, 거칠며 두껍다.

겨울눈 ▶ 적갈색으로 원주형이다.

형태 ▶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35m, 지름 1.8m 정도, 전국의 산지에서 자생한다.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001
1

반송
P. densiflora for. multicaulis

소나무
P. densiflora

금강소나무
P. densiflora for. erecta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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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잎 5.겨울눈 6.수피

반송
P. densiflora for. multicaulis

줄기가땅위에서여러갈래로우산처럼펼쳐진다. 줄기는곧게서고수피가붉은색이다.

소나무
P. densiflora

금강소나무
P. densiflora for. erect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침엽으로 2개가 모여나고 약간 뒤틀리며 2년 후 낙엽이 진다. 

열매 ▶구과로 난형이며 이를 솔방울이라 한다. 씨앗은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고

구과는 다음해 9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수꽃차례는 새가지 밑부분에 달리며 타원형으로 갈색이며

암꽃차례는 새가지 끝에 달리고 적자색이며 난형이다.

수피 ▶ 윗부분이 적갈색이며, 노목의 수피는 검은 갈색이고, 거칠며 두껍다.

겨울눈 ▶ 적갈색으로 원주형이다.

형태 ▶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35m, 지름 1.8m 정도, 전국의 산지에서 자생한다.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001
1



13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1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소나무
P. densiflora

잎은 2개가모여나고겨울눈은갈색이다.잎은 2개가모여나고소나무잎보다길고억세며
겨울눈은흰색이다.

잎은 3~4개가 모여나고겨울눈은갈색이다.

곰솔
P. thunbergii

리기다소나무
P. rigid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침형으로 2개가 모여 나고, 짙은 녹색으로 소나무의 잎 보다 길고 억세다.

열매 ▶구과로 난형이며 이듬해 가을에 익는다.

꽃 ▶5월에 피며 암꽃은 적자색의 난형으로 보통 2개 또는 여러 개가 달리며, 

수꽃은 황색으로 타원형~긴타원형이다.

수피 ▶전체가 붉은 빛이 없는 회색~짙은 회색으로 소나무와 구분된다.

겨울눈 ▶긴 원주형으로 백색(은백색)인 것이 소나무와 구분된다.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5m 정도, 중남부의 해안가에 자생한다.

Pinus thunbergii Parl.002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14

2

3

6 5 4 1.수꽃 2~3.열매 4 .잎

5.겨울눈 6.수피

소나무와 곰솔 열매의 배꼽( )은 가시로
되지 않는다.

리기다소나무 열매의 배꼽은 가시로 된다

줄기와 가지에 싹눈( )이
있다.

싹눈이 없고 수피는 곰솔에
비해 약간 붉은 빛을 띤다.

싹눈이없고수피는전체가짙은
회색으로소나무처럼붉은빛이없다.
잎은 소나무 보다 길고 억세다.

리기다소나무
P. rigida 

소나무
P. densiflora

곰솔
P. thunbergii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3개(혹은4개)씩 모여나고 딱딱하며 비틀린다. 

열매 ▶난상 원추형, 다음해 9월 갈색으로 익고 실편의 배꼽(제)은 끝이 가시로 된다. 

꽃 ▶암수한그루, 5월에 꽃이 피며 수꽃은 황자색의 긴 원주형이며 암꽃이삭은

난형이다.

수피 ▶적갈색으로 오래되면 불규칙하게 벗겨진다.  

겨울눈 ▶긴 원주형으로 짙은 갈색~적갈색.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m 정도, 줄기와 가지에서 싹눈이

잘 나온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전국에 조림되어 있다.

Pinus rigida Mill.003
1



15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1

2

3

6 5 4 1.겨울눈 2.열매 3~5.잎

6.수피

소나무 구과 잣나무 구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5개씩 모여나며 양면에 흰 기공조선이 5~6줄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열매 ▶구과로 원통상 난형이며 다음해 9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5월에 피며 암꽃은 녹황색으로 새가지의 끝에 달리고

수꽃은 새가지의 밑부분에 달리고 황색이다. 

수피 ▶회갈색~회색이며 불규칙한 조각의 껍질이 있고 오래 되면 벗겨진다.

겨울눈 ▶황갈색~적갈색으로 난상의 긴타원형이다.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30m 정도, 지름 1m 정도 자라며,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004

구 분 길 이 잎의 수

곰솔 9~17mm 2개

소나무 8~14mm 2개

리기다소나무 7~14mm 3~4개

잣나무 7~12mm 5개

※ 대체적으로 곰솔의 잎이 더 길고 억세다.

1 2 3 4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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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잎갈나무
L. olgensis var.
koreana

일본잎갈나무
L. kaempferi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밝은 녹색으로 선형이며 20~50개가 단지에 모여 나고 뒷면은 희색을 띤다. 

열매 ▶구과로 위를 향하며 난상 원형으로 황갈색이며 실편은 50~60개이고

끝이 뒤로 젖혀지며 9~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4~5월에 가지 끝에 1개씩 피며 암꽃은 위로 달리고 수꽃은

아래로 달린다.

수피 ▶수피는 암갈색이며, 세로로 찢어지고 긴 인편으로 되어 떨어진다. 

겨울눈 ▶황갈색~적갈색으로 표면에 광택이 있다.

형태 ▶낙엽 침엽 큰키나무, 높이 30m, 지름 1m 정도, 일본이 원산지로 전국에 조림.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005
1

실편의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실편의 끝이 뒤로 젖혀진다.

실편



17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1

2

3

6 5 4 1.수꽃 2~3.열매

4.잎 5.~6.수피

분 포 도

잎 ▶굽은 침형으로 3~4개의 각이지고 끝은 날카로우며 나선상으로 달려서 5줄로
배열되고 양측면에 4~6줄의 기공선이 있고 고사하여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열매 ▶구과는 붉은 갈색이며 둥글고 지름이 16~30mm 정도며 실눈은 방패모양으로
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3월에 피며, 수꽃차례는 가지 끝에 짧은 수상꽃차례로 달리며
황색, 타원형이고, 암꽃차례는 둥글고 끝에 1개씩 달리고 녹색이며 자록색의
포가 있다.

수피 ▶얇고 붉은색이며 세로로 갈라지나 오래된 나무는 길게 찢겨지듯 벗겨진다.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40m, 지름 2m 정도, 원산지는 일본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조림.

Cryptomeria japonica (L.f.) D.Don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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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수꽃(수구화수)

2.열매

3.잎

4.잎뒷면(백색의 기공선은 Y모양)

5.수피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측백나무의 잎은
양면이 모두
녹색으로 같다.

편백의 잎 뒷면의
백색 기공선은
Y 모양이다.

화백의잎은끝이
날카롭고뒷면의
백색기공선은
삼각상으로좌우가
나비모양이다.

편백
C. obtusa 

화백
C. pisifer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비늘잎으로 질이 두껍고 표면에 1개의 선이 있으며 뒷면에 백색 점이 있고

Y자형의 기공조선이 있다. 

열매 ▶지름 1~1.2cm  구형으로 실편은 8~10개로 그 사이에 2~5개의 씨앗이

있으며 10~11월에 갈색~적갈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4월에 가지 끝에서 피며 암수가 각각 다른 가지에 달리고

수꽃은 황색이다. 

수피 ▶적갈색이며 세로로 길게 벗겨진다.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40m, 지름 2m정도, 원산지는 일본,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조림.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007
1

꽃



19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1

2

3

5 4 1.암꽃 2~3.열매

4.잎 5.수피

분 포 도

잎 ▶침상으로 보통 3개씩 돌려나며 표면에 희고 좁은 홈이 있으며 잎끝은

예리하고 딱딱하여 손을 갖다대면 통증을 느낄 정도이다.  

열매 ▶구과는 육질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두꺼운 육질로 처음에는 녹색이나 후에는

자흑색으로 변하며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꽃 ▶암수딴그루로 전년지의 잎짬에서 4~5월에 핀다.

수피 ▶갈색으로 세로로 길고 얕게 갈라진다.

형태 ▶상록 침엽 큰키나무, 높이 8m, 지름 20c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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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수피의 변화 (어린나무 성장한 나무)어린나무

분 포 도

잎 ▶홀수1회 깃꼴겹잎으로 길이 15~30cm로서 7~19개의 대가 없는 작은잎으로

구성되며 뒷면 맥 위와 맥짬에 흰털이 있다.

열매 ▶난상 타원형이며 흑갈색이고 털이 없고, 소견과는 길이 5mm 정도의

납작하고 넓은 도란형, 가장자리에 날개가 있으며 9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피며 암수한그루이고 취산꽃차례로서 가지 끝에 달린다.

수피 ▶회색으로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어린 나무는 뚜렷한 피목이 있다. 

겨울눈 ▶삼각 모양의 난형으로 인편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2m, 지름 0.5m정도 자라며 경기도 이남에

자생한다.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009

암꽃

수꽃

수꽃



21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1

2

5 4 3 1.꽃 2.열매 3.잎 4.겨울눈

5.수피 6.사방오리 군락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피침형 또는 긴 타원상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겹톱니가 있고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뒷면 맥 위에만 남고, 측맥은

5~10쌍이 잎 가장자리까지 뻗으며, 잎자루는 10~20mm 정도이다. 

열매 ▶과수는 길이 20mm 내외로 타원형, 소견과는 4mm 정도, 타원형 모양이며

암술대의 흔적이 남고, 가장자리에 막질의 날개가 있고, 10~11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수꽃차례는 가지 끝에서 2~3개가

아래로 드리우며, 그 아래에 짧은 대가 있는 암꽃차례가 달린다.

수피 ▶회갈색이며 오래되면 불규칙 하고 두꺼운 조각으로 갈라져 떨어진다. 

겨울눈 ▶수꽃눈은 원통형 암꽃눈 또는 잎눈은 피침형, 인편은 광택이 난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 0.6m 정도, 주로 남부지방에 사방용으로 심는다.

Alnus firma Siebold & Zucc. 010

암꽃차례

수꽃차례

잎눈 또는 꽃눈

수꽃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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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4 3 1.꽃 2.열매 3.잎

4.겨울눈 5.수피

물오리나무
A. sibirica

구분

잎

수피

오리나무
A. japonica

사방오리
A. firm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타원상 난형, 맥위에 잔털이 있고 뒷면은 회백색이며 갈색 털이

있으나 점차 맥 위에만 남고 가장자리가 5~8개 정도로 갈라지고 겹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2~5cm로 털이 있다. 

열매 ▶보통 3~4개씩 달리고 타원형, 긴 타원상 난형으로 흑갈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수꽃은 가지 끝에 2~4개가 달리며, 암꽃은 수꽃 밑에 3~5개씩

모여 달리고 3~4월에 핀다. 

수피 ▶평활하며 회갈색이고 어린가지에 털이 아주 많으나 점차 없어진다.

겨울눈 ▶적자색으로 굵은 자루가 있고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 0.6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011
1

암꽃차례

수꽃차례



23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3 2 1 1.열매 2.잎 3.수피

박달나무
B. schmidtii 

구분

잎

수피

물박달나무
B. davurica

사방오리
Alnus firma 

까치박달
Carpinus cordat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고 난형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열매 ▶길이 2~3cm의 작은 견과로서 타원형이고 위로 향하여 달리며 좁은 날개가

9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4~5월에 피고, 수꽃차례는 가지 끝에서 아래로 길게 처지고

암꽃차례는 긴 타원형으로 위로 향해 달린다.

수피 ▶암회색으로 어린나무 벗겨지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두껍게 조각나 벗겨진다. 

겨울눈 ▶인편은 적갈색이고 흰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30m, 지름 1m 정도, 전국 산지에 자생한다.

Betula schmidtii Regel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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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마름모, 난형이고 불규칙한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맥 위에 털이

있고 녹색이며 뒷면에는 지점(脂點)이 많고 맥위에 잔털이 있으며, 

황록색이고 6~8쌍의 뚜렷한 측맥이 있으며, 잎자루에 긴 털이 있다. 

열매 ▶원통형이며 견과는 타원형이고 연한갈색, 9월 하순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 4~5월에 잎과 같이 피며 수꽃차례는 밑으로 처지고, 암꽃차례는

곧게 선다.  

수피 ▶회갈색~회백색으로 불규칙하고 얇게 벗겨져 떨어진다.

겨울눈 ▶암꽃눈 또는 잎눈은 황갈색으로 난형이고, 수꽃눈은 긴 원통형.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 0.4m 정도, 제주도 및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자생한다.

Betula davurica Pall.013

암꽃눈 또는 잎눈

수꽃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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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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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수꽃차례의 모양 비교>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6~15cm정도의 긴 난형, 타원형,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겹톱니가 있고, 끝은 갑자기 뾰족해지며, 밑부분은 비대칭 심장 모양, 측맥은

12~20쌍, 표면은 털이 없으며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고, 잎자루는 털이 없다.

열매 ▶원통형. 소견과는 타원형, 길이 3~4mm, 털이 없고 9~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이며 4~5월에 잎과 같이 피고, 수꽃차례는 2년된 묵은 가지에서

길게 아래로 처지고, 암꽃차례는 새가지 끝에서 아래로 향해 달린다.

수피 ▶회색으로 평활하고 마름모꼴의 피목이 발달하며 오래되면 세로로 갈라진다.

겨울눈 ▶황갈색 긴 피침형이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0.6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Carpinus cordata Blume014

까치박달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암꽃

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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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잎 5.겨울눈 6.수피

※ 개서어나무의 과포는 서어나무와 달리 한 쪽 면에만 톱니가 있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타원형~긴 난형, 잎끝은 꼬리처럼 길어지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겹톱니가 있고,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열매 ▶긴 원통형으로 과포의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아래로 처지며

9~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잎과 거의 같이 4~5월에 피며, 수꽃은 2년이 된 가지에서

아래로 길게 처지고, 포는 붉은 색을 띠어 수꽃차례가 붉게 보이며, 암꽃은

새가지에서 아래로 향해 달린다.

수피 ▶표면이 매끈하고 회색이며 근육모양이다.

겨울눈 ▶적갈색 난형~피침형.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1m정도 자라며 강원도 이남에 자생한다.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015
1

서어나무
C. laxiflora 

개서어나무
C. tschonoskii

소사나무
C.turczaninowii

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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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수꽃 3.열매/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수꽃차례구분

서어나무
C. laxiflora 

개서어나무
C. tschonoskii

잎뒤 비고

- 수꽃의 포는 전체가 붉은색을
띠어 꽃차례는 전체가 붉은
빛이다.

- 잎의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
하고, 뒤면 맥위에 털이 약간
있다.

- 수꽃의 포는 끝부분에만 붉은색을
띠고 꽃차례는 전체적으로
황녹색을 띤다.

- 잎의 끝은 뾰족하고, 뒷면 맥에
털이 아주 많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난형, 타원형, 난상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뾰족한 겹톱니가

있으며 표면 맥 사이와 뒷면 맥 위와 맥짬, 잎자루에 털이 아주 많다. 

열매 ▶중축과 화축에 털이 있으며 과포는 한 쪽에만 톱니가 있고 가을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4~5월에 잎과 같이 피며 수꽃차례는 전년지에서 황녹색으로

피며 아래로 처지고 암꽃차례는 새가지에서 아래로 향해 핀다. 

수피 ▶회색으로 울퉁불퉁하며 어린가지는 털이 있고 백색 피목이 산재한다. 

겨울눈 ▶황갈색의 난상 피침형이고 인편은 12개 내외이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0.7m 정도, 강원도 이남의 비교적

남쪽에 자란다.

Carpinus tschonoskii Maxim.0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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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타원형, 긴 타원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으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뒷면은 회백색으로 별모양의 털이 아주 많고, 가시 같은

톱니는 잎과 같은 녹색이다.

열매 ▶견과로 3개 또는 1개씩 들어있으며 9~10월에 다갈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6~7월에 피고 암꽃은 수꽃차례 밑부분에서 보통 3개씩

한군데에 모여달리고 포로 싸인다. 

수피 ▶암갈색, 암회색이며 어린나무는 적갈색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피목이 발달하며
성숙하면 세로로 깊게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적갈색의 난형으로 인편은 2~3개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017
1

수피의 변화 (어린나무 성장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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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잎차례 3.수피

4.잎자루 5~6.잎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타원형 또는 긴 난형, 끝이 뾰족하며 표면에 흰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은 중맥 밑부분에만 털이 있고 황록색이며, 측맥은 9~13쌍으로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굽고, 가장자리는 톱니가 없고 물결 모양으로 된다.
잎자루에는 흰털이 있거나 없다. 

열매 ▶견과는 난상 원형으로서 세모가 지고 10월에 익으며 각두는 4갈래로
갈라지고 뒤로 젖혀진다.

꽃 ▶암수한그루, 4~5월에 잎과 같이 피고 수꽃차례는 새가지의 아래쪽 잎짬에서
나와 머리모양으로 빽빽히 달리고 암꽃차례는 윗부분 잎짬에서 2개가 나온다.

수피 ▶회색~회백색이며 평활하다. 어린가지에 털이 있고 2년지는 회갈색이다. 

겨울눈 ▶적갈색의 긴 타원형으로 꽃과 잎이 함께 들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정도 자라며, 울릉도에 자생한다.

Fagus engleriana Seemen ex Diels  018
1

2

나도밤나무
Meliosma myriantha 

구분
잎 수피

잎

잎뒤

너도밤나무
Fagus engleriana

나도밤나무
Meliosma myriantha 

너도밤나무
Fagus engleriana

유사종 특징비교
※ 나도밤나무는 남부지방에 분포하지만 너도밤나무는 울릉도에만 분포한다.

측맥은 잎가장자리를
뚫고나가가시처럼된다

측맥은 잎가장자리
가까이서 위로
굽는다.

털이없는것 털이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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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참나무
Q. variabilis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의 톱니에는 엽록체가 없어 흰빛을 띠고 밤나무는 엽록체가 있어 잎과 같은 녹색을 띤다.

상수리나무
Q. acutissima

밤나무
Castanea crenat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긴 타원형, 타원형 또는 긴 타원상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뒷면에 별 모양의 털이 아주 많다.  

열매 ▶구형이며 다음해 10월에 익고 각두는 반구형으로 가시 같은 총포편이 많다.

꽃 ▶암수한그루로 4~5월에 잎과 함께 피며,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나오고

수꽃은 아래로 길게 처진다.

수피 ▶회갈색~회백색으로 두꺼운 코르크질이 발달하여 세로로 깊이 갈라진다. 

겨울눈 ▶적갈색 긴 난형,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내외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Quercus variabilis Blume019
1

1

1

2

잎 잎뒷면, 톱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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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리나무
Q. acutissima

굴참나무
Q. variabilis

밤나무
Castanea crenat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긴 타원형, 밤나무와 비슷하나 톱니 끝에 엽록체가 없어 희게 보이며 잎뒷면에

소선점이 없어 구별된다. 

열매 ▶견과로 둥글며 지름이 2cm 정도로 다갈색으로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 5월에 잎과 함께 피며,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 달리고, 수꽃은

새가지에서 아래로 길게 처진다.

수피 ▶흑회색이고 세로로 깊게 갈라지며 굴참나무에 비해 갈라짐의 폭이 좁고

섬세하다.

겨울눈 ▶적갈색의 긴 난형으로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낙엽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서 자생한다.

Quercus acutissima Carruth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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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나무
Q. mongolica 

갈참나무
Q.aliena 

졸참나무
Q. serrat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모여난 것처럼 보이고 도란형, 긴 타원형으로

끝은 둔하고 밑은 좁아져 귀모양이고,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짧다. 

열매 ▶ 견과로 긴 타원형이며 각두는 반구형으로 9~10월에 성숙한다. 

꽃 ▶ 암수한그루, 4~5월에 잎과 함께 피며 수꽃은 새가지에서 길게 아래로 처지고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나온다.

수피 ▶ 회색, 회갈색, 암회색이며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긴 타원상 난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30m, 지름 1.5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열매 수피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021
1

2

2

1

1

견과

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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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
Q. dentata 

신갈나무
Q. mongolica 

갈참나무
Q.alien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며 가지 끝에서는 모여 난 것처럼 보이고 도란형으로 끝이 둔하고, 

대개는 밑부분이 귀모양이고, 물결모양의 큰 치아상의 톱니가 있다.

열매 ▶ 긴 타원형, 총포에 싸여 있는 반구형이고 인편은 뒤로 젖혀지며 가을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4~5월에 피고,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나오고, 수꽃은

새가지에서 나오며 밑으로 길게 처진다. 

수피 ▶ 회색~회갈색이고 세로로 깊게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타원형의 난형이고 흰털로 덮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30m, 지름 1.5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 한다.

잎 잎뒤

Quercus dentata Thunb.022
1

2

2 잎자루3

3

1

2 3

1

2 3

1

1

잎뒤는 회갈색의 짧은 털과 별모양의 털이
많아 회갈색이며, 잎자루는 길이 2~5mm로
아주 짧고 갈색의 털이 많다.

잎뒤는 회녹색으로 잎자루는 길이 2~8mm로
짧고 털이 없다.

잎뒤는 회백색으로 별모양의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1~36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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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며 도란상 타원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의 톱니의

끝이 안으로 약간 굽으며 참나무과 내에서 잎이 가장 작다.

열매 ▶ 긴 타원형으로 각두와 각두 인편의 길이는 참나무과 내에서 가장 작고,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 또는 잡성한그루, 4~5월에 잎과 함께 피며,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나오며 수꽃은 새가지에서 끝에서 아래로 길게 처진다.    

수피 ▶ 회색~회백색이며 세로로 길게 갈라지고 어린 가지에는 견모가 아주 많다.

겨울눈 ▶ 난형으로 인편은 적갈색이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Quercus serrata Thunb. ex Murray023
1

2

1

※굴참나무와상수리나무는열매로구분하기가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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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졸참나무
Q. serrata 

신갈나무
Q. mongolica 

갈참나무
Q.alien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기며, 난형~난상 긴 타원형, 양끝이 뾰족하고 뒷면은 회백색으로

별 모양의 털이 아주 많고, 잎자루는 길고 털이 없다.

열매 ▶ 긴 타원형의 견과는 10월에 익으며 끝 부분에 털이 있다. 

꽃 ▶ 암수한그루로 4~5월에 잎과 같이 피며 암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나오고, 

수꽃은 새가지에서 길게 아래로 처진다.

수피 ▶ 약간 거칠게 그물처럼 갈라진다.

겨울눈 ▶ 갈색의 긴타원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Quercus aliena Blume024
1

잎뒤는 녹백색으로 톱니는 안쪽으로 굽으며,
잎자루는 길이 10~30mm로 털이 없다.

잎뒤는 회녹색으로 잎자루는 길이 2~8mm로
짧고 털이 없다.

잎뒤는 회백색으로 별모양의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1~36mm이다.

2 3

1

( )잎 잎뒤2 잎자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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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잎의 측맥은 3~4쌍이고, 가장자리
중간 이상에 톱니가 있다.

팽나무

측맥이 7~12쌍

푸조나무

산팽나무 왕팽나무

잎의 측맥은 3~4쌍이고, 가장자리
전체에 톱니가 있다.

풍게나무

산팽나무
- 잎 양면, 잎자루, 햇가지에
털이 없다.

왕팽나무
- 잎 양면, 잎자루, 햇가지에
털이 있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난형,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좌우가 약간 비틀어져 있고,

3~4쌍이며 잎자루는 길이 2~12mm로 털이 있다.  

열매 ▶ 9~10월에 적갈색으로 익는다.

꽃 ▶잡성화로서 4~5월에 잎과 같이 피고 수꽃은 새가지의 잎짬에서 암꽃은

그 윗부분에 1~3개씩 달리고 자방에는 털이 없다.(폭나무는 자방에 털이 있다.)

수피 ▶회색~흑갈색이고 표면은 평활하다.   

겨울눈 ▶넓은 난형으로 짙은 고동색이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 1m 정도, 전국에 자생(대개는 남부 지방).

Celtis sinensis Pers.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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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2.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장타원형으로 3~10cm 이고 끝은 꼬리 처럼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고 잎자루에 털이 있다.

열매 ▶도란형 또는 타원형의 시과로 5~6월에 익으며, 열매에는 털이 없고, 

씨앗은 날개의 중앙 또는 약간 윗 쪽에 있다.

꽃 ▶암수한그루로 4월에 전년도(2년지)의 묵은 가지에서 잎 보다 먼저 피고

취산꽃차레이며 양성화로 암술대는 2갈래로 갈라지고 흰털이 아주 많다.

수피 ▶어두운 갈색으로 세로로 거칠게 갈라진다. 

겨울눈 ▶잎눈은 끝이 뾰족한 짙은 갈색이고 꽃눈은 갈색으로 둥글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30m, 지름 1m정도, 전국의 산지에 흔하게 자란다.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026
1

느릅나무
U. davidiana var. japonica 

왕느릅나무
U. macrocarpa 

참느릅나무
U. parvifolia 

비고

※당느릅나무 U. davidiana
느릅나무의 모종으로
열매 표면에 털이 있다.
(느릅나무는 열매에 털이 없다.)

※ 참느릅나무
꽃이 가을에 핀다.
수피는 회갈색, 오래되면 작은
조각으로 떨어진다.

※왕느릅나무
열매의 크기는30mm 내외, 
느릅나무 열매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크다.  

※혹느릅나무는 느릅나무에
포함되었다.

※ 참느릅나무는가을에꽃이피고열매에뚜렷한자루가있는것이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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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암꽃 2.수꽃 3.꽃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긴 타원형,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고 측맥은 8~14쌍으로 양면의 털은 점차 없어지며 잎자루에 털이 있다.  

열매 ▶대가 거의 없이 일그러진 편구형으로 털이 없으며 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4~5월에 잎과 같이 피고, 수꽃은 짧은 꽃자루가 있고 암꽃은

꽃자루가 없으며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암술대는 2갈래로 갈라지고 자방에

털이 있다.   

수피 ▶회백색~회갈색으로 평활하나 오래되면 비늘처럼 떨어진다.

겨울눈 ▶적갈색으로 원추형 또는 달걀 모양이고 털이 없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6m, 지름 3m 정도, 전국 산지의 주로 계곡부에

자생한다.

Zelkova serrata (Thunb.) Makino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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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꽃 2.열매 3.잎

4.잎비교 5.겨울눈 6.수피

2

3

6 5 4

구분

잎

꽃

열매

뽕나무
M. alba 

표면에 광택이 있고
잎끝이 꼬리처럼
길어지지 않는다.

암술대가 거의 없다.

암술대의 흔적이
거의 없다.

산뽕나무
M. bombycis 

잎이 보다 얇고
광택이 없으며 끝이
꼬리처럼 길게 된다.

길이 2mm정도의
암술대가 있다.

암술대가 남아 있다.

비고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끝은 꼬리처럼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열매 ▶구형 또는 타원형, 6월에 갈색에서 검은 자색으로 익고, 암술대가 남아 있다.

꽃 ▶암수딴그루이나 드물게 암수한그루도 있으며 4~5월에 꽃이 피며 수꽃차례는

길게 아래로 처지고 암꽃차례는 둥글거나 원통 모양이고 흰털이 아주 많다.

수피 ▶회갈색이며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다.

겨울눈 ▶난형으로 갈색.

형태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7~8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란다.

Morus bombycis Koidz.028
1

다양한모양의산뽕나무수피

톱니의 비교

뽕나무 산뽕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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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넓은 타원형, 도란상 긴 타원형이며 윗부분이 둔하지만 끝은

뾰족하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회록색으로서 맥을 따라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0~20mm정도이다. 

열매 ▶난상 원형이고 붉은 구형의 육질로 되어 있으며 9월에 검은색으로 익고

씨앗은 적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한꽃으로 5~6월에 잎이 핀 후에 밑을 향해 백색으로 피고 향기가 있다.

수피 ▶회색, 회백색, 회갈색, 오래되면 피목이 생기고, 어린가지에 누운 털이 있다.

겨울눈 ▶회갈색~짙은 회갈색의 긴 타원형, 끝이 뾰족한 편이고 인편은 털이 없다.

형태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7~10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Magnolia sieboldii K.Koch029

잎눈 꽃눈



41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수피의변화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표면은 윤기가 나고 도피침형~긴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점차 좁아져 날개처럼 잎자루와 연결되며 뒷면은 녹백색이고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노란색 단풍이 든다.

열매 ▶장과로 둥글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암수딴그루로 4~5월에 새가지의 잎짬에서 잎보다 먼저 피고 연한 황색의

꽃이 산형꽃차례를 이루며, 꽃자루에 긴 털이 아주 많다.

수피 ▶성장하면서 불규칙한 비늘 조각으로 갈라진다.

겨울눈 ▶적갈색, 잎눈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꽃눈은 둥굴고 긴 대가 있다.

꽃눈은 수꽃나무가 보통 3~4개로 암꽃나무(2개) 보다 많이 달린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0.4m 정도, 중부 이남에 흔히 자생한다.

Lindera erythrocarpa Makino 030
1

암꽃나무

잎눈

꽃눈

수꽃나무

→

여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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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물결모양의 잔톱니가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광택이 나고 뒷면은 황록색이며 잎자루는 10mm내외로 털이 없다.

열매 ▶지름 3~5cm로서 둥글고 녹색 바탕에 붉은 색이 돌며 9~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늦가을~이듬해 봄까지 피며 꽃받침 조각은 흑갈색으로 겉에

털이 많으며 수술은 많고, 암술대의 끝은 3갈래, 자방에 털이 없다.

수피 ▶회갈색이고 평활하며 어린가지는 갈색이다. 

겨울눈 ▶황록색으로 긴 피침형이고 인편에 털이 없으며 광택이 있다.

형태 ▶상록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10m 내외,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 대청도

해안가나 가까운 산지의 주로 자생한다.

Camellia japonica L.  031
1

흰동백나무
C. japonica for. albipetala 

동백나무겨우살이
Korthalsella japonica 

동백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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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두텁고 타원형 또는 긴 타원상 넓은 피침형이며 앞면은 진록색이며

광택이 나고 뒷면은 황록색이며 잎 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가 있다. 

열매 ▶핵과로 둥글며 직경 5~6mm로서 10월에 자흑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딴그루로 4월에 피며 전년도 가지의 잎짬에서 1~2개씩 모여 아래를

향해 피며 연한 황록색이다. 

수피 ▶회갈색~짙은 회갈색으로 평활하다. 

겨울눈 ▶잎눈은 좁은 피침형이고, 꽃눈은 둥글고 잎짬에 몇 개씩 모여 난다.

형태 ▶상록 활엽 관목 또는 작은키나무, 높이 3m 내외, 남부 지방 해안가와 산지에

주로 자란다.

Eurya japonica Thunb. 032

사스레피나무
E. japonica

우묵사스레피
E. emarginata

1.암꽃 2.수꽃 3.열매 4.수피 5.잎 6.잎뒤

- 사스레피나무에 비해 잎끝이 둥글고,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다.

5 1 3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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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4

6

3

5

1.꽃 2.열매 3~4.꽃차례

5.암술대 6.잎자루 7.수피

❸~❻은
벚나무속의 식별 포인트

분 포 도

Prunus033
1

암술대에 털이
없다

암술대에 털이
있다

구분

꽃

잎

식물이름

암술대의 털 없음 있음

있음없음

꽃차례
산방상종상

또는 산형
산형

꽃자루의 털 없음

털이 거의 없다.

(잎 밑부분에

2~3개의

선점이 있다.)

털이 있다. 

(잎 밑부분에

1쌍의 선점이

있다.)

털이 있고,

잎자루는 적색이다.

털이 없고,

잎자루는 적색이다.

표면은 털이 없거나

선모가 있고, 

뒷면은 털이 없으며,

잎 밑부분에 붉은

선점 1쌍이 있다.

맥위에 털이 있다.

(잎 밑부분에

2~4개의 선점이

있다.)

털이 없거나

드문드문 있다.

중맥에 아주

많다.

털이 있다.

털이 있다.

(잎 밑부분에

1쌍의 선점이

있다.)

있음

잎표면

잎뒷면

잎자루

※ 가장 흔한 수종은 주로 낮은 산지에서 자라는 잔털벚나무이다.

벚나무 잔털벚나무 산벚나무 개벚나무 올벚나무 왕벚나무

산방꽃차례 산형꽃차례

작은꽃자루 꽃차례의자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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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7 6 5 4 1.꽃 2.열매 3.잎

4.겨울눈 5~7.수피

털팥배나무
S. alnifolia for. hirtella

잎 뒷면 잎맥의 털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타원상 난형이며 표면과 뒷면 맥위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8~10쌍의 측맥이 뚜렷하며

잎자루는 붉은 빛을 띠고 길이 10~20mm 정도로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열매 ▶타원형이며 반점이 뚜렷하고 지름 1cm로서 9~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다수의 꽃이 가지 끝에 복산방꽃차례로 달리며 5~6월에 백색으로 피고 지름

1cm로서 꽃자루 축과 꽃자루에 털이 약간 있다. 수술은 20개 정도, 암술대는

2~3갈래로 수술보다 짧고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수피 ▶회색~짙은 회갈색으로 오래되면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적갈색이며 타원상 난형이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Koch 0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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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❶ 왕자귀나무 잎

❷ 자귀나무 잎

❸ 씨앗

자귀나무

왕자귀나무는 자귀나무에 비해 흰꽃이 피고

잎이 자귀나무 보다 훨씬 크다. 

목포(유달산)를 중심으로 인근 도서지역의 바닷가

기슭의 산지에서 드물게 자라는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다.

왕자귀나무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고 15~30쌍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짝수2회 깃꼴겹잎이며 양면에 털이

없거나 뒷면 맥위에 털이 있고 잎축에는 잔털이 많다.

열매 ▶ 9~10월에 콩깍지 같은 긴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며 길이 15cm 정도의

꼬투리에 5~6개의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있다. 

꽃 ▶암수한꽃으로 어린가지 끝에서 길이 5㎝ 정도의 꽃자루가 자라서 15~20개의

산형으로 달린다.

수피 ▶회갈색~짙은 회갈색으로 피목이 아주 많다.

겨울눈 ▶겨울 동안은 잎이 떨어져 나간 흔적 속에 묻혀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0.4m 정도 자라며 전국에 자생한다.

Albizia julibrissin Durazz. 035

3

잎자국

눈금은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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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잎 3.겨울눈

4~6.수피

꽃구분

다릅나무
M. amurensis

솔비나무
M. fauriei 

잎 비고

다릅나무와 솔비나무는 같은 콩과 다릅나무속으로

그 모양이 서로 아주 닮았지만, 솔비나무는 제주도

에만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이고, 다릅나무는 전국의

산지와 국외로는 일본, 러시아에도 분포 한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난형의 9~11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진 홀수1회

깃꼴겹잎이며, 양면에 털이 없다. 

열매 ▶넓은 선형이고 황갈색으로 9~10월에 익는다.

꽃 ▶꽃차례는 가지 끝에 달리고 총상 또는 원추꽃차례로서 길이 10~20cm로

위를 향하고 꽃은 7월에 백색으로 피며 꽃받침에는 황갈색의 털이 아주 많다.

수피 ▶흙갈색, 녹갈색, 또는 황갈색으로 두껍고 평활하며 오래되면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리면서 벗겨진다. 

겨울눈 ▶황갈색, 갈색으로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0.6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Maackia amurensis Rupr. & Maxim.036
1

2

구분

작은잎 9~11개

좁은 날개가 있다.

인편에 털이 있다.

9~17개(보통13개)

넓은 날개가 있다.

인편에 털이 없다.

열매

겨울눈

다릅나무 솔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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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4~9쌍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열매 ▶납작한 선상의 긴 타원형으로 가을에 익으며 씨앗은 편평한 신장형이고

흑갈색이다.

꽃 ▶ 5~6월에 흰색으로 피며 향기가 강하다. 

수피 ▶회갈색~황갈색, 세로로 거칠게 갈라지며 잔가지는 털이 없고 턱잎이 변한

가시가 있다. 

겨울눈 ▶겨울 동안은 잎자국 속에 숨겨져 있다.

형태 ▶낙엽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심어져 있다.

Robinia pseudoacacia L. 037
1

겨울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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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뒤 5.겨울눈 6.수피

고로쇠나무
A. pictum subsp. mono

잎은 5~7개로
갈라지고, 
뒷면의 잎짬에
뭉쳐진털이있다.

털만주고로쇠
A. truncatum var. barbinerve

잎은 5(~7)개로
갈라지고, 중앙의
갈라진 조각에
결각이 있으며
잎뒷면에 잔털이
있다.

설탕단풍
A. saccharum

잎은 3~5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에
이빨모양의
큰톱니가 있다.

은단풍
A. saccharinum

잎은 5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에
톱니(겹)가 있고
잎뒷면이
은백색이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마주나고 손바닥처럼 5~7개로 얕게 갈라지고, 뒷면 맥짬에 뭉쳐진 털이 있다.

열매 ▶시과는 예각으로 벌어지고 길이 2~3cm이며 9~10월에 익는다.

꽃 ▶암수한꽃으로 4~5월에 새가지 끝에서 잎과 함께 피며 황록색의 꽃이

모여 달리고. 자방에는 털이 없고 암술대는 2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수피 ▶회청색으로 평활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흑갈색의 인편(3~4쌍)이 있고 가장자리에 갈색의 털이 많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0.6~0.7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0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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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

4.단풍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7~10cm로 손바닥 모양으로 보통 (7)9~11개 정도 갈라지며

표면에 털이 약간 있거나 없고 뒷면은 맥을 따라 부드러운 흰털이 아주 많다. 

열매 ▶ 2개의 시과로 거의 수평으로 벌어지며, 자황색으로 털이 거의 없고

8~10월에 성숙한다. 

꽃 ▶ 잡성 암수한꽃으로 4~5월에 피며 꽃차례에 흰털이 많다.

수피 ▶ 회색으로 세로로 얕게 갈라지고 어린가지는 녹색 또는 자록색이며 흰털이

성글게 있으며 묵은가지는 흰가루로 덮인다. 

겨울눈 ▶ 적갈색, 적자색의 난형으로 밑부분에 돌려 붙은 갈색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8m 정도 자라며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039

당단풍나무
A. pseudosieboldianum 

섬단풍나무
A. takesimense

섬단풍나무는당단풍나무와잎의갈래가 11~13(14)개인 것이다르다고
하나최근에는같은종으로처리하는견해도있다.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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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수꽃양성화 2.수꽃차례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상 타원형이고 끝은 꼬리 모양으로 길게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과 겹톱니가 있다. 표면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고

잎 뒷면은 털이 없거나 약간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가 10~40mm 정도다.

열매 ▶ 시과는 예각으로 벌어지고 털이 없으며 9월에 익는다,

꽃 ▶ 잡성으로서 5~6월에 피며 새가지 끝에 복산방꽃차례로 황록색의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있다. 

수피 ▶ 회갈색이고 평활하나 오래되면 세로로 갈라진다.

겨울눈 ▶ 난형으로 다수의 인편이 있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10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040

← 암꽃

← 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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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민대팻집나무
I. macropoda for. pseudomacropoda

대팻집나무

잎뒷면의털이없어지지않고끝까지
남아있다.

민대팻집나무

잎뒷면에털이없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지만 짧은 가지에서는 모여나고 얇으며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표면의 털은 점차 없어지며 뒷면 맥 위에는 끝까지 털이 남아 있다. 

열매 ▶ 핵과로서 육질이고 9~10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5월에 황록색으로 피고 암꽃은 짧은 가지 위에 몇 송이씩 모여

피고 수꽃은 다수의 송이가 모여핀다. 

수피 ▶ 짙은 회색으로 비교적 평활한 편이다.

겨울눈 ▶ 원추형으로 인편은 7개 내외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m, 지름 0.3m 정도, 충북 이남의 산지에 자생.

Ilex macropoda Miq.0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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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5

6 7

4 1.꽃 2.열매 3.잎 4.겨울눈

5.수피의 변화 6.수형

7.거목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넓은 난형이고 급히 길어진 첨두이며 표면에 털이 없다. 뒷면은

회록색으로서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3cm 정도로

털이 없다.

열매 ▶원형~난형으로 능선이 없고 백색~갈색 털이 많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6월에 피며, 3~20개씩 잎짬에서 산방꽃차례로 달리고 담황색이며 꽃자루에

털이 없으며,  향기가 진하고 꽃받침 조각은 넓은 피침형으로 뒷면에 털이

있고, 수술은 많고 암술대는 길이 5mm 정도이며 자방에 흰털이 많다.

수피 ▶줄기는 곧게 자라며 회갈색이고 어린가지에 짧은 털이 있거나 없다.

겨울눈 ▶적갈색의 넓은 난형이고 털이 없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5m, 지름 1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Tilia amurensis Rupr.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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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자루 5.겨울눈 6.수피

피나무
T. amurensis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어긋나며 난상 원형, 표면에 잔털이 약간 있으며 뒷면에 회색 또는 백색의

별모양의 털이 아주 많고 가장자리에 침상의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털이 있다. 

열매 ▶ 둥글며 갈색 털에 덮여 있고 포에 붙으며 포가 떨어지면 프로펠러처럼 날아서

이동하고 9~10월에 익는다. 

꽃 ▶ 6~7월에 피고 담황색이고 7~20개가 취산꽃차례로 달리며 꽃자루에 갈색의

털이 아주 많고 포는 30~90mm로 양면에 별모양의 털이 아주 많다.

꽃받침잎은 뒤와 자방에 별모양의 털이 많고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수피 ▶ 짙은 회색으로 평활하나 오래 되면 세로 길게 갈라진다.

겨울눈 ▶ 넓은 난형으로 황갈색의 짧은 털과 별모양의 털이 아주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5~20m, 지름 0.7m 정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043

- 잎뒷면이녹색이고맥짬에황갈색털이아주많고잎자루는털이
거의없다.

찰피나무
T. mandshurica

- 잎뒷면은회색또는백색별모양의 털이아주많아회백색이고
잎자루에도털이있다.



55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차례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타원상 난형이고 가지 끝에서는 모여 달린다. 

표면은 털이 거의 없고 뒷면은 분백색으로 누운 털이 있으며, 

측맥은 6~9쌍,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는 털이 없다. 

열매 ▶핵과로 둥글며 지름 6~7mm로써 9~10월에 흑자색 익는다. 

꽃 ▶꽃차례는 새가지 끝에 산방상~복산방꽃차례으로 달리며 털이 있거나 없고

5~6월에 백색으로 핀다. 

수피 ▶회갈색~짙은 회색으로 얕게 세로로 갈라기고 갈라진 틈은 흰빛이 돈다.

겨울눈 ▶타원형~긴 타원형으로 광택이나는 적자색이고 털이 거의 없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20m, 지름 1m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Cornus controversa Hemsl.044
1

구분

잎

잎차례

층층나무
C. controversa

말채나무
C. walteri

곰의말채나무
C. macrophylla 

산딸나무
C. kousa 

유사종 특징비교

잎은어긋나기(호생)
잎의 측맥은 5~8쌍. 구분 잎의 측맥 잎자루 길이

말채나무 4~5쌍 10~30mm

곰의말채나무 6~10쌍 10~30mm

산딸나무 4~5쌍 3~7mm

잎은 마주나기(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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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꽃 2.꽃과 꽃받침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난형, 원형 또는 타원상 난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뾰족하고, 

표면은 녹색이고 누운 잔털이 있으며 뒷면은 연한 녹색, 맥짬에 갈색 털이

많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물결모양의 톱니가 약간 있고, 측맥은 4~5쌍. 

열매 ▶둥글고 9~10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꽃 ▶꽃은 6~7월에 피며 총포편은 백색으로 4개가 꽃잎처럼 보이고 중앙의

황록색 꽃은 20~30개가 머리모양으로 모여 달리며 꽃잎과 수술은 각각

4개씩이고 꽃자루는 없다.

수피 ▶회갈색, 갈색, 평활하나 오래되면 불규칙한 조각으로 껍질이 벗겨진다. 

겨울눈 ▶원추형으로 암갈색의 누운 털이 많다.

형태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10m 정도, 중부 이남의 산지에 자생한다.

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045



57첫번째이야기 큰키나무

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때죽나무
S. japonicus 

쪽동백나무
S. obassia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물결모양의 얕은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은 털이 있으나 나중에 맥짬에 털 뭉치만 남거나

맥 위에 털이 있는 것도 있다. 

열매 ▶난상 원형이며 별모양의 털이 아주 많고 9월에 회백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한그루로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암술은 수술보다 길다.

수피 ▶흑갈색. 

겨울눈 ▶긴 타원형으로 갈색의 별모양 털이 아주 많고 인편은 없다.

형태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10m 정도, 강원도 이남의 산지에 자생한다.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046
1

2년된 가지의 수피는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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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1.꽃 2.열매 3.벌레집(충영)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고 급한 점첨두이며 원저이고 타원형 또는 난상 원형으로 가장자리

윗쪽에 잔 톱니가 있고 뒷면은 흰빛을 띠며 별모양의 털이 있다. 

열매 ▶핵과는 길이 2㎝이고 난형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9~10월 익는다.

꽃 ▶암수한꽃으로 5~6월에 피고 백색이며 새가지의 끝에서 아래를 향해 꽃이 핀다. 

수피 ▶짙은 회색으로 표면이 매끈하며 오래되면 가늘게 갈라진다. 

2년된 가지는 껍질이 벗겨진다.

겨울눈 ▶황갈색으로 털이 아주 많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0m, 지름 0.2m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Styrax obassia Siebold & Zucc.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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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수꽃차례 2.열매 3.잎

4.잎뒤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작은잎이 5~7개인 깃꼴겹잎이고 마주나며,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없고
뒷면은 회록색으로 중맥에 흰털 또는 갈색털이 아주 많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의 얕은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며 잎자루가 있다. 

열매 ▶도피침형~장타원형으로 8~9월에 익는다.

꽃 ▶암수딴그루로 4~5월에 피며, 꽃차례는 새가지의 끝에서 나온다.  

수피 ▶어린 나무는 회색이고 흰 가로 무늬가 있으며 성숙하면 무늬가 없어지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넓은 난형으로 회색~회갈색으로 2쌍의 인편이 있으며
바깥족 잎면의 끝이 뒤로 조금 굽혀진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 높이 10~15m, 지름 0.5~0.6m정도, 전국에 자생한다.

Fraxinus rhynchophylla Hance048
1

구분 잎 겨울눈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물들메나무

※ 들메나무와 물들메나무의 꽃차례는 전년도의 가지(묵은가지)에서 나온다.

물푸레나무

F. rhynchophylla

들메나무

F. mandshurica

물들메나무

F. chiisanensis

작은 잎의 수는 (3)5~7개, 뒷면 중맥에 갈색 또는

흰색의 털이 많고 잎자루가 있다.

회갈색의 인편 2쌍이 있고 바깥쪽

1쌍의 인편은 끝이 조금 뒤로

굽는다.

흑갈색의 인편 2쌍이 있다.

겨울눈은 인편이 없이 노출되어

있다.

작은잎의 수는(3)9~11(17)개로 잎축과 작은잎자루가

만나는 지점에 황갈색 털이 아주 많고, 잎뒷면의

맥을 따라 흰색의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1~2mm로 매우 짧거나 없다.

작은잎의 수는 (3)5~7(9)개, 뒷면의 맥 아랫부분에

갈색털이 있고, 중맥 기부에 갈색의 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없거나 매우

짧다.

유사종 특징비교

바깥쪽 인편이
뒤로 조금
굽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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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5~9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홀수1회 깃꼴겹잎이고 작은 잎은

난형 또는 긴 난형이며 표면은 털이 없고 뒷면 중맥에 흰털이 있다. 

잎끝은 길게 뾰족하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작은 잎자루는 짧다. 

열매 ▶선상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이고 날개와 더불어 길이 2cm정도이며

9월에 홍자색으로 익는다. 

꽃 ▶암수 딴그루로 5월에 피며 새가지 끝에 원추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달린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흰 무늬가 있으며 평활하다. 

겨울눈 ▶난상 피침형으로 회색이다.

형태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 높이 10m내외로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Fraxinus sieboldiana Blume049
1

좀쇠물푸레 F. sieboldiana var. angusta

유사종 특징비교

눈금자는 2cm

눈금자는 2cm

← 씨앗

← 씨앗을 싼 날개

쇠물푸레나무 :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좀쇠물푸레 :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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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덩굴나무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62

2

3

6 5 4 1.결실기의 과낭(열매) 2.단면

3.씨앗 4.잎 5.잎뒤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Ficus oxyphylla Miq. ex Zoll.001
1

왕모람 Ficus thunbergii

잎의측맥이 1~5쌍이 있고, 어린 싹의잎은 1cm이하로가장자리에 2~3개의 파형의톱니(거치)가 있다.
모람은자루가거의없으나왕모람은 5~10mm정도, 크기는 15~17mm정도로서긴열매자루가있고열매도크다.

잎 어린잎 줄기 왕모람

잎 ▶어긋나며 가죽질로 5~8쌍의 측맥이 있다. 타원상 피침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뒷면은 흰빛이 돌고 잎맥이 그물처럼 튀어나온다.

열매 ▶자루가 없고 구형, 크기는 10~12mm, 10~1월에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 잎짬이나 잎자국의 위쪽에서 1~2개의 꽃주머니(화낭 :열매모양)가

생겨 5~7월에 그 속에서 꽃이 핀다. 암그루의 꽃주머니도 구형으로 모양이 같다.

줄기 ▶ 줄기는 기근을 형성하여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산다. 어린가지는 수평으로

자라거나 밑으로 처지며 잔털이 있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2~5m까지 자라며, 남부지방의 해안 및 섬에서 자란다.



63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줄기꼬임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002
1

남오미자
Kadsura japonica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줄기꼬임은
S꼬임으로
시계방향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열매가 머리모양으로 둥굴게 달린다. 열매는 길게 꼬리처럼 달린다.

잎 ▶ 어긋나지만 짧은 가지에서는 모여 나며 뒷면 맥 위를 제외하고는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작은 치아상의 톱니가 있는 넓은 타원형이다.

열매 ▶길게 늘어난 꽃턱에 총상으로 달리며 9~10에 붉게 익는다. 

지름 7mm정도의 구형이며 씨앗이 1~2개씩 들어 있다.

꽃 ▶ 암수딴그루로 6~7월에 새로 나온 짧은 가지의 잎짬에서 붉은 빛이 있는

황백색의 꽃이 3~5개 정도 피며 암술은 여러 개로 둥근 꽃턱에 모여 있다.

줄기 ▶ 회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거칠게 갈라지고 피목이 있다.

겨울눈 ▶ 긴 난형으로 인편은 7~10개 정도이고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6~9m이며, 전국 산지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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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수꽃 2.열매 3.씨앗

4.잎 5.줄기꼬임 6.수피

분 포 도

남오미자의 생태

Kadsura japonica (L.) Dunal003
1

줄기는 S꼬임,
시계방향으로
감아오른다.

잎 ▶어긋나고 넓은 또는 긴 난형, 가죽질이며 광택이 있고, 가장자리에 작은

치아상의 톱니가 드문드문 있다. 잎 양면에 털이 없으며, 잎자루는 길이

1~2cm로 털이 없다.

열매 ▶열매는 장과로 9~10월에 둥글게 되고 적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간혹 암수한그루), 7~9월에 황백~황색색으로 잎짬에 달린다. 

꽃받침잎 2~4개, 꽃잎 6~8개가 있다.

줄기 ▶ 오래된 줄기의 수피는 갈색으로 코르크층이 발달하기도 하며 세로로 갈라져

벗겨진다.

겨울눈 ▶ 짙은 갈색의 긴 난형, 피침형으로 인편이 많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3m에 이르고, 전라남도 및 제주도에 자생한다.



65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2.꽃 3.열매 4.잎

5.잎차례 6.수형

분 포 도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004
1

←포엽

잎 ▶마주나고 5~7개의 작은잎으로 된 깃꼴겹잎이며 정엽이 덩굴손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작은잎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뒷면에 잔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나 2~3개로 갈라지는 것도 있다.

열매 ▶수과로 편평한 타원형이며 암술대에는 갈색의 털이 깃털모양으로 난다.

꽃 ▶ 여름에 암자색으로 피고 종형으로 밑으로 처지며 잎짬에 1개씩 달린다. 

꽃자루에 2개의 포엽이 있다.

줄기 ▶ 줄기는 가늘고 다수의 골이 있으며, 어린가지에 털이 약간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66

2

3

6 5 4 1~3.꽃 4.열매 5.잎

6.잎자루와 잎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Clematis koreana Kom.005
1

종덩굴
C. fusca var. violacea

구분

꽃

잎

세잎종덩굴
C. koreana

자주종덩굴
C. alpina var. ochotensis

꽃자루에
잎같은 2개의
포엽이있다.

작은잎은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2~3개로
갈라지기도한다.

작은잎은가장자리가
뾰족한톱니가있고
2~3개로갈라지기도
한다.

세잎종덩굴은꽃받침표면에 3개의

큰주름이있으나

자주종덩굴꽃받침의표면에

주름이없이평활하다.

세잎종덩굴은잎이 3출엽(간혹 2회

3출엽)이고 잎뒷면과잎자루에털이

많으나, 자주종덩굴은 2회3출엽이며

잎뒷면과잎자루에털이없다.

꽃자루에
포엽이있다.

잎 ▶마주나고 삼출복엽 간혹 2회3출한다. 작은잎은 2~3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치아상 톱니가 있고, 표면에

털은 점차 없어지며 뒷면 맥위에 잔털이 있으며, 잎자루에 털이 있다.

열매 ▶좁은 난형이며 깃털 모양의 암술대가 달려있고, 9월에 익는다.

꽃 ▶ 7~9월에 취산꽃차례로 잎짬 또는 줄기 끝에서 1개씩 피며, 꽃자루가 길고

꽃받침은 누른색 또는 어두운 자주색이며 종 같고, 꽃밥이 없는 수술은 꽃받침

길이의 1/2정도며, 자방에 털이 많고 암술대 길이는 8mm 정도이다.

줄기 ▶ 길이가 3m에 달하며 세로 능선이 있고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다.

겨울눈 ▶ 회갈색의 좁은 난형,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 길이가 3m 정도, 전국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에 드물게 자생한다.



67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2.꽃 3.열매

4~5.잎 6.줄기

분 포 도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006
1

유사종 특징비교

구분

꽃

열매

참으아리
C. terniflora

외대으아리
C. brachyura

비고으아리
C. terniflora var. mandshurica

암술대가변한깃털모양의
긴흰털이있다.

으아리, 참으아리처럼깃털
모양의긴털이없고끝에
암술대의흔적만남는다.

꽃자루에털이
없다.

꽃자루에부드러운
털이있다.

꽃이 1~3개정도
달린다.

조령으아리
C. brachyura var. hexasepala
외대으아리의변종으로
꽃받침조각이 6개인것.

으아리는줄기가겨울철에
말라목질화되지않고, 
참으아리는줄기가목질화된다.

외대으아리는다수의꽃이
달리는으아리, 참으아리에
비해 1~3개 꽃이달린다.

잎 ▶ 마주나며 5~7개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난형으로 끝이

점차 좁아지고 밑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자루는 구부러져서 흔히 덩굴손과 같은 구실을 한다.

열매 ▶수과로 난형이며 흰 털이 있는 길이 2cm 정도의 꼬리 같은 암술대가

달려 있고 8~11월 초에 익는다.

꽃 ▶ 6~8월에 크기 2~3cm정도의 흰꽃이 가지 끝과 잎짬에서 나와 10~30개씩

취산꽃차례로 달리며, 꽃받침잎은 4~5개 길이 1.2~2cm의 도란상 긴타원형으로

수평으로 펴진다.

줄기 ▶ 어린 줄기는 목질화 되지 못하고 겨울에 말라 죽고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약 2m이고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68

2

3

6 5 4 1.꽃 2.꽃뒷면 3.열매

4.잎 5.잎차례 6.수형

분 포 도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007
1

잎 ▶ 마주나고, 3출 또는 깃꼴겹잎이며, 3~5개로 이루어진 작은잎은 난형이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에는 잔털이 있다.

열매 ▶수과는 난형으로 길이 5mm 정도며, 9~10월에 익고 갈색털이 있는 긴 암술대가

그대로 달려있다.

꽃 ▶ 5~6월에 피고, 지름 7~10cm 정도의 꽃은 백색 또는 자주색으로 가지 끝에

1개씩 꽃자루가 긴 큰 꽃이 달린다. 꽃자루에는 포가 없으며, 꽃받침은 보통

8개(5~8)로 뒷면에 털이 많다.

줄기 ▶ 갈색 줄기는 가늘고 길며 잔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2~4m 정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지에 자생한다.



69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꽃 2.열매 3.꽃자루

4.잎 5.잎뒤 6.줄기

분 포 도

Clematis terniflora DC.008
1

잎 ▶ 마주나며 3~7개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난형으로 길이 3~10cm 

양면에 털이 없으며 보통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지만 간혹 결각상이다. 

잎자루는 구부러져서 덩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열매 ▶황갈색의 난형으로 암술대가 변해 깃털 모양으로 된 긴 암술대가 있고

길이는 20mm이다.

꽃 ▶ 7~9월에 잎짬 또는 가지 끝에 달리는 원추꽃차례에 지름 3cm의 흰꽃이

30~50개 정도로 많이 달리며 꽃받침은 4개이며 장타원형이고 길이12mm로

겉에 털이 없으며 꽃자루에는 털이 있다.

줄기 ▶ 줄기는 목질화 되며, 수피는 회백색으로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 정도, 전국의 해안가나 그 주변 산지에 자란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70

2

3

6 5 4 1.꽃 2~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Clematis apiifolia DC.009
1

꽃

사위질빵

C. apiifolia

할미밀망

C. trichotoma

잎 비고

꽃은꽃자루에다수의꽃이달리고

잎은 3개의작은잎이달린다.

꽃은 꽃자루에 3개씩달리고잎은

3~5개의작은잎이달린다.

구분

잎 ▶잎은 마주나고 삼출복엽 간혹 2회3출한다. 작은잎은 난상 피침형이며 점첨두, 

원저, 예저이며 결각상의 톱니가 드문드문 있다. 표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뒷면 맥위에 잔털이 있다.

열매 ▶수과로 5~10개가 모여 달리고 좁은 난형이며 담갈색털이 있는 암술대가

달려있다. 열매는 9월에 익는다.

꽃 ▶ 취산꽃차례로 7~9월에 흰색으로 핀다. 수술은 꽃받침과 길이가 거의 같다.

줄기 ▶ 어린 가지는 잔털이 있고, 길이가 3m 정도, 세로 능선이 있으며, 잘 끊어진다.

겨울눈 ▶ 넓은 난형으로 흰털이 아주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3m에 달하며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71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3.꽃 4.잎 5.꽃차례

6.수형

분 포 도

Clematis trichotoma Nakai010
1

잎 ▶ 잎은 마주나고 깃꼴겹잎이며 3~5개의 작은잎으로 구성된다. 작은잎은 난형이고

2~3개의 결각상 톱니가 있다.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으나 뒷면 맥 위, 

잎자루에 털이 있다.

열매 ▶수과로 15~16개가 한군데 모여 달리며 난형이고 연한 황색 털이 있는

긴 암술대가 남아 있다.

꽃 ▶ 취산꽃차례로 6~8월에 피며 백색이고 지름13~25mm이다. 

1대에 3개씩(액상꽃차례) 달린다.

줄기 ▶ 줄기에 세로 능선이 있고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이상 자라며 전국의 산지에 드물게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72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으름덩굴의 생태

Akebia quinata (Houtt.) Decne.011
1

잎 ▶잎은 새 가지에서는 어긋나고 늙은 가지에서는 모여나고, 작은잎은 5~7개로

이루어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으로 잎자루가 있고 넓은 난형, 요두, 원저,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장과로 길이 6~10cm의 긴 타원형이며 10월에 자갈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서 4~5월에 잎과 더불어 짧은 가지의 잎 사이에서

총상꽃차례로 달리며 자갈색빛이 난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이 3개이다.

줄기 ▶ 줄기는 가지에 털이 없으며 갈색이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9~15개의 인편이 있고 덧눈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5m에 달하고,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73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암꽃 2.수꽃 3.꽃차례

4.잎 5.잎차례 6.수형

분 포 도

Stauntonia hexaphylla (Thunb.) Decne.012
1

잎 ▶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의 겹잎으로 작은잎은 (3)5~7개로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밑부분은 둥글다.

열매 ▶장과로 타원형이고 길이 5~10cm이다. 10월에 적자색으로 익으며 과육은

황색이고 으름보다 맛이 좋으나 열매가 익어도 벌어지지 않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서 5~6월에 피며, 총상꽃차례에 2~4개의 황백색 꽃이 달린다. 

꽃받침잎 6개 바깥줄 3개로 수술은 한 몸에 뭉쳐서 자란다.

줄기 ▶ 길이가 15m 정도 뻗고, 많은 껍질눈이 있어 거칠며 1년생 줄기는 털이 없고

녹색이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5m에 달하고, 남부지방 및 제주도에 분포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74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씨앗 5.잎 6.겨울눈

분 포 도

댕댕이덩굴의생태

Cocculus trilobus (Thunb.) DC.013
1

잎 ▶잎은 어긋나며 난형으로 윗부분이 3개로 갈라지기도 한다. 첨두 또는 둔두이며

뒷면에 잔털이 많고 3~5개의 출맥이 있다.

열매 ▶열매는 핵과로 거의 구형이고 지름 5~8mm로 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짬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연한 황색의 꽃이 모여나고,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각 6개이다. 수꽃은 대개 꽃잎끝이 V모양으로 갈라지고

수술 6개며, 암꽃은 6개의 헛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줄기 ▶ 줄기와 잎에 털이 있다. 줄기가 어릴 때는 녹색이지만 오래 되면 회색으로 된다.

겨울눈 ▶ 원뿔 모양으로 끝은 둔하고 흰털로 덮혀 있어 인편은 확인하기 어렵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3m에 달하고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75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2.꽃 3.꽃봉오리

4~5.잎 6.잎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Menispermum dauricum DC.014
1

함박이 Stephania japonica (Thunb.) Miers 

헛수술이없고, 수술은 6개로 합쳐지며심피는 1개이다. 잎은 넓은달걀형으로방패모양이고각이지지않으며, 밑이 둥글다.

※ 방기과(모두 5종)의 과속은모두암수딴그루이다.
국내의일부큰도감에서는암수한그루로기재되어있는것도있다.

잎 잎뒷면 열매 함박이

잎 ▶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져 방패처럼 보인다. 

첨두로 3~7각이거나 얇게 갈라지며 밑이 심장형이거나 평평하다.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이 흰빛으로 털이 없다.

열매 ▶지름 1cm인 핵과로서 둥근 신장형이고 요철이 심한 홈이 있으며 9월에

검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6~7월에 피며 연한 황색이고 원추꽃차례다. 헛수술이 있고, 

수술은 12~24개로 떨어져있다. 심피는 2~6개이다.

줄기 ▶ 줄기에 털이 없고 길게 옆으로 뻗으며, 줄기는 녹색의 원주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전국의 산과 들에 흔히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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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열매 2.잎 3.잎뒤

4.잎차례 5.줄기꼬임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Stephania japonica (Thunb.) Miers015
1

잎

함박이
Stephania
japonica

새모래덩굴
Menispermum

dauricum

잎뒤 비고

삼각모양의넓은. 난형으로모서리가

둥글며, 열매는 붉게 익고, 제주도

및전남의도서지방에자생한다.

심장상원형, 오각형모양으로가장

자리가 밋밋하거나, 3~5개의 큰

결각이 생기며, 열매는 검게 익고,

전국의 산과들에자생한다.

구분

줄기꼬임은
Z꼬임,
반시계방향으로
감아올라간다.

잎 ▶잎은 어긋나며 방패모양의 넓은 난형으로 결각이 지지 않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뒷면은 흰빛이 돈다.

열매 ▶핵과로 둥글며 지름 6mm 정도로서 10~11월에 주홍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복산형꽃차례는 잎짬에서 나와 많은 꽃이 달리며 헛수술이 없고, 

수술은 6개로 합쳐지며 심피는 1개이다. 6~7월에 연녹색으로 핀다.

줄기 ▶ 줄기가 기어 오르면서 자란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 홍도 및 제주도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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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1.수꽃차례 2.잎 3.잎뒤

분 포 도

후추등의생태

Piper kadsura (Choisy) Ohwi016

잎 ▶길이 3~10cm인 잎은 어긋나며 어린 가지의 잎은 넓은 난형으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다. 측맥은 2쌍이며 잎표면에 5개의

맥이 뚜렷하고, 잎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연모가 있다.

열매 ▶지름 4~5mm인 열매는 핵과로 구형이며 10-12월에 붉은색으로 성숙한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6~7월에 수꽃차례 잎과 마주나며 방패모양의 포가 있고 화피가

없으며 수술 2~3개이다.

줄기 ▶ 짙은 갈색이며 줄기는 세로 줄이 있고 가지가 많으며 마디는 고리마디로 되어

이곳에서 뿌리가 내린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 길이 4m 정도, 제주도, 전남, 경남의 해안 및 도서지방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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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단면 3.꽃봉오리

4.열매 5.잎 6.수피

분 포 도

등칡의생태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017
1

잎 ▶둥글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고 길이 10~26cm로 톱니가 없다.

표면은 털이 없고 뒷면은 털이 있거나 없다. 잎자루 길이 7cm로서 털이 없다.

열매 ▶삭과로 긴타원형이고 길이 11cm, 지름 3cm, 6개의 능선이 있으며 털이 없고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5월에 임짬에 황색꽃이 1개씩 달린다. 꽃은 길이 10cm로서

U자형으로 꼬부라지며 꽃가장자리가 3개로 갈라진다.

줄기 ▶길이가 10m에 달하고, 새가지는 녹색이지만 이년지 줄기는 잘게 갈라지면서
수피는 회갈색으로 코르크화된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10m에 달하고, 경남 이북의 계곡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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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수꽃 2.열매 3.잎

4.겨울눈 5.골속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018
1

다래
A. arguta

녹다래
A. arguta var. rufinervis

쥐다래
A. kolomikta

개다래
A. polygama

넓은난형으로뒷면맥짬에갈색털이
있고잎자루에는주로누운털이있다.

다래 잎에 비해 거의 원형이며,
잎 뒷면맥위에돌기가있고맥짬에
흰털이 있다.

꽃필무렵 처음은 흰색이거나 흰색
무늬가 생겨 점차 붉게 되며, 수분이
끝나면 없어진다.

꽃필무렵의잎은흰색이거나흰무늬가
생기며, 수분이 끝나면 없어진다.

잎 ▶ 어긋나고 넓은 난형 급한 점첨두, 원저 또는 심장저로 가장자리에 침상의

잔톱니가 있으며 털이 없고 맥짬에만 갈색털이 남는다.

열매 ▶장과로 난상 원형이며 길이 2.5cm로 털이 없고 10월에 황록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 5~6월에 윗부분의 잎짬에서 흰꽃이 1~7개 정도 모여 취산꽃차례를

이루고 꽃밥은 흑색 또는 암자색이다.

수피 ▶ 어린가지에는 잔털이 있으며 피목이 뚜렷하고 갈색으로 오래 되면 얇게

벗겨진다. 줄기의 골속은 갈색이며 계단 모양이다.

겨울눈 ▶ 겨울동안은 잎자국 속에 들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7m에 달한다.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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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수꽃 2.열매 3.개화기 잎

4.잎뒤 5.잎차례 6.골속

분 포 도

유사종 열매 특징비교

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019
1

다래
A. arguta

녹다래
A. arguta var. rufinervis

개다래
A. polygama

쥐다래
A. kolomikta

난상원형이다. 난상원형이다. 난상 타원형으로 쥐다래보다 열매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적이다.

긴난형이다.

6 꽃필무렵흰무늬가나타나서
점차붉게변하고수분이끝나면
원래잎색으로돌아간다.

잎 ▶ 어긋나며 난상 긴타원형이고, 표면에 흔히 경모가 드문드문 있거나 양면, 

특히 맥 위에 연한 갈색 털이 있으며, 맥짬에 다발로 된 백색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침상의 톱니가 있다. 수그루 잎의 상반부가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많다.

열매 ▶길이 2~2.5cm인 열매는 장과로 긴 난형이며, 9~10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지름 1.5cm의 꽃은 5월에 백색으로 잎짬에 1~3개씩 달린다.

줄기 ▶ 작은 가지에 연한 갈색 털이 있으며, 골속은 갈색이고 계단모양이다.

겨울눈 ▶ 곁눈은 잎자국 속에 숨겨져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5m에 달하고, 전국(주로 지리산 이북)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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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개화기의 잎 5.수분후의 잎

6.골속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020
1

다래
A. arguta

녹다래
A. arguta var. rufinervis

쥐다래
A. kolomikta

개다래
A. polygama

다래 골속은 계단상이고, 
연한 갈색~갈색이다.

녹다래 골속은 계단상이고,
연한 갈색이다.

쥐다래 골속은 계단상이고, 
적갈색이다.

개다래 골속은 백색으로 차 있다.

6

수분이끝나면원래의색으로
돌아간다.

꽃필때의잎은전체가백색,
또는흰무늬가생긴다.

잎 ▶ 어긋나고 넓은 난형으로 표면 상반부 때로는 전체가 백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뒷면 맥액에 연한 갈색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털이 있다.

열매 ▶난상 타원형으로 크기는 25mm 내외, 끝이 뾰족하며 9~10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꽃 ▶ 꽃은 지름1.5cm 백색으로 6~7월에 1~3개씩 달린다. 수술의 꽃밥은 황색이다.

줄기 ▶ 수피는 적갈색이고, 골속은 백색으로 차 있다.

겨울눈 ▶ 겨울 동안은 잎자국 속에 들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에 이르고,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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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4 3 1.꽃 2.장식화 3.잎

4.잎뒤 5.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Hydrangea petiolaris Siebold & Zucc.021
1

꽃

등수국

H. petiolaris

바위수국
Schizophragma
hydrangeoides

잎 비고

무성화인장식화의조각은 3~4(5)개.

잎 가장자리톱니가비교적작고,

고른 특징이있다.

무성화인장식화의조각은 1개.

잎 가장자리의톱니크기가크고균일

하지않고그물맥이분명하다.

구분
식물이름

잎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원저 또는 심장저,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고,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2~8cm로 털이 없다.

열매 ▶구형으로 9~10에 갈색으로 익는다.

꽃 ▶ 꽃은 지름 14~25cm로 가지 끝에 산방상 취산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잎 같은 흰색 장식화(무성화)의 꽃받침 조각은 3~4(5)개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지름 3cm 정도이고, 양성화 꽃잎은 5개로 황백색이다.

줄기 ▶ 수피는 갈색이며 세로로 얇게 벗겨지고, 가지에서 기근이 나와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자란다.

겨울눈 ▶ 갈색의 난형으로 인편은 2개고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20m에 달하고 울릉도, 제주도 및 남쪽 섬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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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1.꽃차례 2.장식화 3.잎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Zucc.022

등수국
Hydrangea petiolaris

바위수국
Schizophragma hydrangeoides

장식화의 꽃받침 열편이 3~4개 장식화의 꽃받침 열편이 1개

잎 ▶ 잎은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치아상의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거의 없거나 간혹 맥위에 잔털이 있고 잎자루는 붉은 빛이 돈다.

열매 ▶삭과로서 긴 도원추형이고 길이 6~8mm이다. 10개의 능선이 있으며

10월에 익는다.

꽃 ▶ 7월경 가지 끝에서 지름 20cm정도의 큰 취산꽃차례가 발달한다. 흰색의

장식화 꽃받침은 조각은 3cm 내외로 1개, 양성화의 꽃잎은 5개로 흰색이다.

줄기 ▶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10m에 달하고 울릉도와 제주도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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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2.꽃 3.암술대 4.열매

5.잎 6.잎의 축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Rosa wichuraiana Crep. ex Franch. & Sav.023
1

돌가시나무
R. wichuraiana

긴돌가시나무
R. wichuraiana for. ellipsoidea
- 열매가 타원형이다.

홍돌가시나무
R. wichuraiana for. rosiflora
- 꽃잎이 적색이다.

용가시나무
R. maximowicziana

암술대에 털이 있고 잎차례의 축에 선모가 있다.

선모

왕용가시
R. maximowicziana var. coreana
- 줄기에 선모가 없는 것.

털용가시
R. maximowicziana var. pilosa
- 꽃자루, 잎자루에 털이 있고
턱잎, 포엽, 꽃받침조각에 선모가
아주 많은 것.

암술대에 털이 없고, 줄기에 선모가 있다.

잎 ▶ 잎은 어긋나고 깃꼴겹잎이며 작은잎은 7~9개이다. 작은잎은 타원형 또는 넓은

도란형으로 길이 1~2.5cm이며 양면에 털이 없고 광택이 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축과 중맥에 선모가 있다.

열매 ▶과실은 난상 원형으로 가을에 붉게 익는다.

꽃 ▶ 꽃은 5~6월에 백색으로 피고 향기가 있으며 가지 끝에 1~5개씩 달리고

꽃자루에 선모가 있다. 꽃받침조각은 피침형, 꽃잎은 도란상 원형으로 끝이

오목하다. 암술대는 겉에 털이 있다.

줄기 ▶ 가지를 많이 치고 가시가 많으며 털이 없다.

형태 ▶ 반상록 포복성 관목으로 남부지방 해안가 및 제주도에 분포한다.



85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잎자루 6.줄기

분 포 도

Rubus oldhamii Miq.024
1

잎 ▶ 어긋나며 5~9개의 작은잎으로 된 깃꼴겹잎이고, 난상 피침형, 난형으로

잎축과 잎자루에 샘털과 털, 작은 가시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으며 뒷면 맥 위에 털이 많다.

열매 ▶공처럼 둥글고 7~8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5월에 새가지 끝에 1cm 정도의 연한 홍색의 꽃이 보통 1개씩 달리며 꽃자루,

꽃자루축에 털과 샘털 및 아래로 굽은 작은 가시가 있고 꽃받침 뒷면에는

바늘모양 가시, 잔털, 샘털이 많다.

줄기 ▶ 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굽은 가시가 있고, 작은 가지는 털이 없거나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2m이상 뻗고, 전국 산과 들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86

2

3

6 5 4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잎뒤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Rubus parvifolius L.025

사슨딸기 Rubus parvifolius var. taquetii

잎은어긋나고 3출우상복엽이지만맹아에있어서는 5개씩달린것도있고, 정소엽은흔히 3개로갈라진다.

멍석딸기에비해전체가소형으로제주도와전남도서지방의주로해안가나산기슭에자생한다.

잎 잎뒷면 열매

멍석딸기

사슨딸기

꽃

1

잎 ▶ 어긋나고 3출 깃꼴겹잎이지만 맹아에 있어서는 5개씩 달린것도 있고, 

정소엽은 흔히 3개로 갈라지고 길이 2~5cm이다. 표면에 잔털이 있으며

뒷면에 흰색털이 많이 있고 가장자리에 결각 모양의 톱니가 있다.

열매 ▶장과로 반원형이며 표면에 짧은 털이 있고 7~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연분홍색 꽃은 산방꽃차례, 원추꽃차례 또는 총상꽃차례로 5~6월에 핀다. 

꽃자루에 가시와 털이 있고,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털이 있으며

꽃이 위를 향하고 꽃받침보다 짧다.

줄기 ▶ 곧게 서는 듯하지만 옆으로 뻗으며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털이 흩어져 난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2m정도며, 사방으로 뻗는다. 전국 산록 이하의

낮은 지대에 자생한다.



87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뒤 5.줄기 6.수형

분 포 도

Rubus parvifolius var. taquetii T.B.Lee026
1

잎 ▶ 어긋나고 3출 깃꼴겹잎이지만 맹아에는 5개씩 달린 것도 있고, 정소엽은 흔히

3개로 갈라지고, 표면에 잔털이 있으며 뒷면에 백색 털이 빽빽하게 있고,

가장자리에 결각 모양의 톱니가 있다. 잎자루에는 가시가 많다.

열매 ▶지름 1.2~1.5cm인 반원형이며 대형(大型)으로 7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취산꽃차례로 장미색이고 초여름에 핀다. 꽃잎은 5장이고 적색이며

길이는 5mm로 꽃받침보다 짧고 꽃자루에 털과 가시가 있다.

줄기 ▶ 줄기에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많고 털이 흩어져 나며 옆으로 뻗는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 길이가 2m정도, 멍석딸기에 비해 아주 작으며 제주도 및

전남 해안의 도서 지방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88

2

3

5 4 1.꽃 2.열매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칡의 생태

Pueraria lobata (Willd.) Ohwi.027
1

흰색 꽃 홍자색 꽃 피해사진

6

잎 ▶ 잎은 어긋나고 삼출복엽으로 작은잎은 난형, 마름모형이고 털이 있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얕게 3갈래로 갈라지며 선단이 뾰족하고 뒷면은

흰색을 띤다. 턱잎은 피침형이다.

열매 ▶ 협과로 길고 굳은 갈색의 퍼진털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총상꽃차례로 길이 18~25mm이고 8월에 홍자색으로 핀다.

줄기 ▶ 길게 자라지만 끝부분이 겨울 동안에 말라죽으며 흑갈색이고, 갈색 또는

백색으로 퍼진 털과 구부러진 털이 있으며, 지면이나 다른 나무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겨울눈 ▶ 회갈색, 갈색으로 2개의 인편이 있고 갈색의 털이 아주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이상 자란다.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89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5 4 1.꽃 2.꽃차례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Wisteria floribunda (Willd.) DC.028
1

6

유사종 특징비교

애기등 Millettia japonica (Siebold & Zucc.)  A.Gray

등나무에비해전체가소형이고, 꽃은 연한황록색, 기판에는돌기모양의딱딱한점이없는것이다르다.

잎 잎뒷면 꽃 수형

잎 ▶ 어긋나고 홀수1회 깃꼴겹잎이며 작은잎은 13~19개고 난상 타원형이다. 

길이는 4~8cm로 양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열매 ▶협과로 꼬투리 길이 10~15cm, 9월에 익는다.

꽃 ▶ 총상꽃차례로 5월에 잎과 같이 그 해에 자란 가지 끝에 연한자주색 또는

흰색으로 핀다.

줄기 ▶ 줄기는 처음에 갈색 털이 아주 많으나 차츰 없어지며 회백색으로 된다. 

작은 가지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다. 

겨울눈 ▶ 짙은 적갈색의 삼각 모양 긴 난형, 인편은 2~3개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에 이르고, 전국에 드물게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90

2

3

6 5 4 1.꽃 2.꽃차례 3.꽃봉오리

4.작은잎 5.잎뒤 6.잎차례

분 포 도

Millettia japonica (Siebold & Zucc.) A.Gray029
1

잎 ▶ 어긋나며 9~13개의 작은 잎으로 된 홀수1회 깃꼴겹잎이고 작은잎은

난형으로 잎축과 더불어 양면에 털이 있으며 턱잎은 침형으로 작고 작은

턱잎은 있거나 없다.

열매 ▶ 길이 10~20cm정도의 열매는 10월에 익으며, 6~7개의 씨앗이 들어 있다.

꽃 ▶ 총상꽃차례로 길이 10~30cm이며 7~8월에 잎짬에서 녹백색으로 핀다. 

꽃자루, 꽃받침잎에 잔털이 있고, 기판에는 딱딱한 점이 없다.

줄기 ▶ 줄기가 가늘며, 작은 가지에는 복모가 있고 황갈색이다.

겨울눈 ▶ 삼각형 모양으로 인편은 침형으로 회갈색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 전남 및 전북(고창군 선운사 부근), 경남(거제도), 

부산 가덕도의 숲가장자리나 풀밭에 자생한다.



91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잎 특징비교

Celastrus orbiculatus Thunb.030
1

노박덩굴
C. orbiculatus

덤불노박덩굴
C. orbculatus var. sylvestris

털노박덩굴
C. stephanotiifolius

푼지나무
C. flagellaris

잎뒷면의맥위에밀납같은돌기
모양의털이있다.

잎이 타원형인노박덩굴에비해
거의원형이다.

잎 뒷면 주맥을 따라
털이 아주 많다.

잎은 넓은 타원형, 타원형이며
가장자리 톱니는 가시모양이다.

6

잎 ▶ 잎은 타원형으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며 밑부분이 둘글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 길이는 1~2.5cm이다.

열매 ▶지름 8mm의 열매는 삭과로 구형이고 10월에 황색으로 성숙한다. 성숙하면

3개로 갈라지고 그 속에 씨앗은 적색 껍질로 싸여 있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취산꽃차례에 1~10개가 달린다. 

꽃자루 길이 3~5mm로 꽃받침잎과 꽃잎이 각각 5개이다.

줄기 ▶ 수피는 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 갈색, 적갈색으로 난형 또는 구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에 이르고,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92

2

3

6 5 4 1.열매 2.꼬투리 3.열매자루

4.잎뒤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Celastrus stephanotiifolius Makino031
1

꽃자루(열매자루)

노박덩굴

C. orbiculatus

털노박덩굴

C. stephanotiifolius

잎 뒷면 털의 모양 겨울눈(곁눈)의 모양구분

꽃자루, 꽃차례자루에
털이없다.

맥위에밀납같은돌기의털이있다.

맥 가장자리에굽은털이많다.

꽃자루

꽃자루, 꽃차례자루에
털이많다.

꽃차례자루

꽃자루

겨울눈

잎자국

잎 ▶어긋나고 넓은 타원형, 급첨두이고 원저이며 길이 6~10cm이다.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은 연한 색이며, 특히 중맥에 굽은 황색 털이 많다.

열매 ▶삭과로 지름 5~6mm로서 난상 구형이며 3개로 갈라진다.

꽃 ▶ 취산꽃차례로 잎짬에 달리며 짧은 꽃자루에 몇 개의 황록색 꽃이 달리고

꽃차례와 꽃자루의 자루에 털이 많다.

줄기 ▶ 회갈색가지는 피목이 드문드문 있고 털이 많지 않으며 작은 가지에 밑으로

꼬부라진 짧은 강모가 있다.

겨울눈 ▶ 붉은 빛을 띤 갈색의 넓은 난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에 이르고, 중부 이남에서 자란다.



93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3

6 5 4 1.암꽃 2.수꽃 3.씨앗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Celastrus flagellaris Rupr.032
1

푼지나무
C. flagellaris

겨울눈

(곁눈)

잎의 톱니

모양

노박덩굴
C. orbiculatus

털노박덩굴
C. stephanotiifolius

구분

톱니는가시모양뾰족하다. 톱니끝이안으로굽어있다. 톱니끝이둔하다.

잎 ▶어긋나며 넓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가시같은 잔톱니가 있으며 뒷면에

털이 약간 있고, 1쌍의 턱잎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로 변한다.

열매 ▶삭과로 둥글며 10월에 연한 황색으로 익고 3개로 갈라진다.

꽃 ▶ 암수딴그루로 6월에 잎짬에서 6mm정도의 황록색 꽃이 취산꽃차례로 1~3개씩

달리고 꽃자루가 없다.

줄기 ▶ 기근이 있어 노목의 줄기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여러 개가 모여서 난다. 

짧은 털이 있고 갈색에서 회갈색으로 되며 가지가 덩굴로 되는 것도 있다.

겨울눈 ▶ 갈색으로 바깥쪽 1쌍의 인편은 가시처럼 된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에 달하고, 전국 산과 들에서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94

2 1 1.꽃 2.잎 3.잎뒤

분 포 도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033

3

유사종 특징비교

사철나무 E. japonicus

상록떨기나무(관목)으로 높이 5m정도까지곧게자라며, 줄사철나무는상록의덩굴성나무이다.

사철나무 열매 겨울눈 수피

잎 ▶ 잎은 마주나며 가죽질이고 타원형으로 형태와 크기는 변이가 많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지만 잎맥 주위는 회록색이고 뒷면도 회녹색으로서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에 얕고 둔한 톱니가 있다. 

열매 ▶삭과로 10월에 연한 홍색으로 익으며 종자는 황적색 껍질로 싸여있다.

꽃 ▶ 취산꽃차례로 잎겨드랑이에 15개 내외의 꽃이 양성으로 5~6월에 달린다.

줄기 ▶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다른 나무와 바위에 붙어 자란다. 작은 가지는 녹색이며

약간 모가 지고 뚜렷하지 않은 돌기가 있다. 

겨울눈 ▶ 난형으로 인편이 많고 광택이 있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 이상 자라며,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지에 자생한다.



95두번째이야기 덩굴나무

2

4 3 1.꽃 2.열매 3.잎 4.잎뒤

분 포 도

미역줄나무의생태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034
1

잎 ▶잎은 어긋나며 난형으로 밝은 녹색이고 점첨두 원저이며 표면에 털이 없으나

뒷면은 맥 위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1.5~3cm로 적갈색이고 털이 없으며 마르면 잎과 더불어 검은색으로 된다.

열매 ▶열매는 시과로 연한녹색이지만 붉은 빛이 돌고 9~10월에 익으며 3개의

날개가 있고 날개는 끝이 오목하다.

꽃 ▶ 꽃은 원추꽃차례로 6~7월에 가지끝이나 잎짬에 백색으로 핀다.

줄기 ▶ 가지는 적갈색이고 옴같은 돌기가 밀생하며 작은 가지는 5줄의 능선이 있고

2년지는 흑갈색이다.

겨울눈 ▶ 갈색, 적갈색의 삼각형으로 인편은 4~6개,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2m 가량 되며,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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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꽃차례 2.꽃 3.열매

4.잎 5.단풍잎 6.덩굴손

분 포 도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035
1

6

유사종 특징비교

담쟁이덩굴
P. tricuspidata

미국담쟁이덩굴
P. quinquefolia

잎이 작은잎 5장으로 손바닥
모양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잎자루가 있다.

잎 ▶ 가을철에 붉게 단풍이 드는 잎은 어긋나고 넓은 난형이며 끝이 2~3개로

갈라지거나 작은 잎은 갈라지지 않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열매 ▶구형으로 지름 6~8mm이며 8~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양성으로 6~7월에 잎짬이나 짧은 가지 끝에서 취산꽃차례로 황록색꽃이

많이 핀다.

줄기 ▶ 덩굴손은 잎과 마주나며 갈라져서 끝에 둥근 흡착근이 생겨 벽이나 나무에

잘 부착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이상 뻗고 전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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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수피

4.덩굴손 5.잎 6.잎뒤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036
1

담쟁이덩굴
P. tricuspidata

미국담쟁이덩굴
P. quinquefolia

담쟁이덩굴은 잎이 겹입으로 갈라지지 않고 잎 끝이 2~3개로 갈라진다. 미국담쟁이덩굴은 잎이 손바닥모양의 겹입으로 작은잎 5장으로 구성된다.

잎 꽃

덩굴손

잎 꽃

덩굴손

잎 ▶ 어긋나며 손바닥모양의 겹입으로 5장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은 털이 없고 뒷면 맥위에 잔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열매 ▶구형으로 지름은 6~8mm, 백분으로 덮여 있으며 8~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취산차례이며 짧은 가지 끝이나 잎짬에서 6~7월에

황록색으로 많은 꽃이 달린다.

줄기 ▶ 덩굴손은 잎과 마주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끝에 둥근 흡착근이 생긴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10mm 정도,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전국에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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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꽃 2~3.열매 4.잎

5.잎뒤 6.수형

분 포 도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037
1

6

유사종 특징비교

가새잎개머루 A. brevipedunculata for. citrulloides

개머루의품종으로잎이개머루에비해깊게 3~5개로갈라지고갈라진조각의끝이꼬리처럼길게되기도한다.

잎 꽃 열매

잎 ▶ 잎은 어긋나고 둥글며 점첨두, 아심장저이고 대개는 얕게 3~5개로 갈라진다. 

각 열편에 둔한 치아상 톱니가 있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 맥 위에 잔털이

있고, 덩굴손은 잎과 마주나며 2개로 갈라진다.

열매 ▶지름 8~10mm인 열매는 장과로 원형 또는 편원형이고 9월에 밝은 남색으로

익으며 갈색 피목이 있다.

꽃 ▶ 6~7월에 피며, 지름 3~8cm의 취산꽃차례로 잎과 마주나며 녹색의 많은 꽃이

달리고, 꽃자루 길이는 3~4cm이다.

줄기 ▶ 줄기가 길게 뻗으며 가지에 털이 없고 수피는 갈색이며 마디가 굵고 골속이

백색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에 이르고,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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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4.잎

5.잎뒤 6.수피

분 포 도

Ampelopsis brevipedunculata for. citrulloides Rehder038
1

잎 ▶ 어긋나고 둥글며 끝은 점차 뾰족해지고 깊게 3~5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는

치아모양 톱니가 있고 잎뒤 맥 위에 잔털이 있다. 잎이 깊게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구형이고 9월에 짙은 푸른색으로 익으며 갈색 피목이 있다.

꽃 ▶ 6~7월에 취산꽃차례로 잎과 마주나기 하며 핀다. 꽃대는 길이 3~4cm, 꽃차례는

지름 3~8cm 이며, 꽃은 연한 녹색으로 꽃잎은 5개이다.

줄기 ▶ 줄기는 길게 뻗으며 수피는 갈색이고 마디는 종종 두툼해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100

2

3

6 5 4 1.수꽃 2.수꽃차례 3.잎

4.잎뒤 5.잎차례 6.줄기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Vitis ficifolia var. sinuata (Regel) H. Hara039
1

까마귀머루
V. ficifolia var. sinuata

잎표면

잎뒷면

청까마귀머루
V. ficifolia for. glabrata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구분

※품종으로 잎뒷면의 맥위에만 털이 많은 것을
청까마귀머루(V. ficifolia for. glabrata)라 한다.

잎 ▶어긋나고 난형, 난상 오각형이며 3~5개로 깊게 갈라지고 예두 심장저로 표면의

털은 없어지고, 뒷면은 회갈색 털이 아주 많으며 없어지지 않는다.

열매 ▶장과, 포도송이 모양으로 달리며, 9~10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꽃 ▶ 수꽃양성화딴그루로서 잎과 마주나여 7월에 연한 황록색으로 핀다. 원추꽃차례로

길이 7~9cm, 잎과 마주나나 잎보다 짧으며 꽃자루 덩굴손이 발달한다.

줄기 ▶ 줄기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거나 지상으로 뻗고 어린 줄기는 능선이 있으며

적갈색 면모로 덮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2m에 달하고, 전남, 경남, 울릉도, 안면도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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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수꽃 2.수꽃차례 3.열매

4.잎 5.잎뒤 6.줄기

분 포 도

Vitis amurensis Rupr.040
1

※머루(V. coignetiae)는 왕머루에 비해 잎이 대형(10~30cm)이고, 
꽃차례의 축, 줄기, 잎뒷면에 적갈색 거미줄 같은 털이 아주 많다.

잎 ▶ 어긋나며 8~15cm크기의 넓은 난형, 가장자리는 대개 3~5개로 얕게 갈라지고

작은 치아상 톱니가 있다. 잎뒷면은 맥 위에 잔털이 있으며 거미줄 같은 털은

점차 없어진다. 잎자루는 길이가 길거나 짧다.

열매 ▶ 구형으로 지름 8~12mm 정도로 처지며, 9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의 꽃은 원추꽃차례로 잎과 마주 달리며 6월에 황록색으로 핀다.

줄기 ▶ 작은 가지는 뚜렷하지 않은 능선이 있으며 붉은빛이 돌고 어릴 때는 면모로

덮여 있으며, 수피는 암갈색으로 된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10m 정도, 전국 산과 들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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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봉오리)  2.미성숙열매

3.덩굴손 4.잎 5.잎뒤

6.수피

분 포 도

Vitis flexuosa Thunb.041
1

잎 ▶ 잎은 대개 갈라지지 않고, 덩굴손과 마주나거나 어긋나며 난상 원형이고

양면에 털이 없으나 주맥에 갈색털이 많다. 톱니가 드문드문 있으며

어린 나무의 것은 까마귀머루처럼 갈라지기도 한다.

열매 ▶ 장과로 지름 8mm에 2~3개의 씨앗이 들어 있으며 9월에 흙색으로 익는다.

꽃 ▶ 원추꽃차례로 길이 7~10cm이고 잎과 마주나며 5~6월에 황록색으로 핀다. 

꽃자루에서 덩굴손이 발달하고 꽃받침은 돌려나기 한다.

줄기 ▶ 줄기나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겨울눈 ▶ 갈색의 난상 삼각 모양.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3m이상 자라고, 중부 이남의 산지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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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1.꽃 2.열매 3.잎 4.잎뒤

분 포 도

송악의생태

Hedera rhombea (Miq.) Bean042
1

수피 수분매개체

잎 ▶어긋나며 두껍고 가죽질로 광택이 있는 짙은 녹색으로 잎은 삼각형, 오래된

가지의 잎은 난형,  톱니가 없고 3~5개로 얕게 갈라지며 잎자루는 길이 2~5cm.

열매 ▶열매는 핵과로 둥글고 지름 8~10cm이며 이듬해 4~5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10~11월에 피며 산형꽃차례로 1개 또는 여러 개가 가지 끝에 녹색으로 달린다. 

지름 4~5mm로 겉에 별모양 털이 있다. 

가을이 깊어질 때 피는 꽃의 수분은 대개 파리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줄기 ▶ 줄기와 가지에서 기근이 나와 다른 물체에 붙고, 어린 가지는 잎 및 꽃차례와

더불어 15~20개로 갈라진 별모양 잔털이 있다.

형태 ▶ 상록활엽덩굴성으로 길이가 10m 이상 자라며,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의 해안가 산지에 주로 자생한다.



산에서자주만나는 큰키나무∙덩굴나무104

2

3

6 5 4

7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꽃단면 6.수피

7.벌레집(충영)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043
1

꽃

마삭줄

T. asiaticum

털마삭줄
T. jasminoides var.

pubescens

구분

꽃밥끝

꽃밥끝

화관입구

화관입구

꽃받침

암술대

꽃의 종단면 줄기 비고

전체적으로털이없고꽃밥의
끝이화관입구까지닿는다.

암술대는꽃받침길이보다 2배
정도길다.

전체적으로털이많고꽃밥끝이
화관입구까지닿지않는다.

암술대는꽃받침길이와
거의비슷하다.

잎 ▶ 잎은 마주나며 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둔두 예저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윤채가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 길이는 5mm이다.

열매 ▶열매는 골돌로 12~22cm로서 2개가 서로 평행하거나 예각으로 벌어지며 9월에

익는다.

꽃 ▶ 꽃은 취산꽃차례로 2~3cm이고 가지 끝 또는 잎짬에서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황색으로 변한다.

줄기 ▶ 가지는 적갈색이며 털이 없고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형태 ▶ 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이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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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2.꽃 3.열매 4.잎

5.줄기꼬임 6.겨울눈과 수피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Lonicera japonica Thunb.044
1

인동덩굴
L. japonica

털인동
L. japonica var. repens

잔털인동
L. japonica for. chinensis

6

잎의털은점차없어지거나뒷면에일부가
남는경우가있다.

잎에 갈색털이있으며없어지지
않는다.

꽃의 바깥부분이 붉은색을 띠는
품종이다.

줄기꼬임은
S꼬임,
시계방향으로
감아오른다.

잎 ▶ 마주나고 넓은 피침형,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털은 없어지거나 뒷면 일부에

남으며 잎자루 길이는 5mm로 털이 많다.

열매 ▶ 열매는 둥글고 지름7~8mm로 9~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5~7월에 피며 흰색의 꽃이 2개씩 잎짬에 마주 달리며 꽃의 색은 점차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되며, 겉에 털이 있고 통부 안쪽에 갈라진 털이 있다.

줄기 ▶ 줄기가 시계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작은 가지는 적갈색이며 골속이 비어

있고 황갈색 털이 밀생한다.

겨울눈 ▶ 적갈색의 좁은 난형이다.

형태 ▶ 반상록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3~4m까지 자라며,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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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6.겨울눈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Smilax china (Siebold & Zucc.) L.045
1

꽃

청미래덩굴

S. china

청가시덩굴
S. sieboldii

구분

암꽃 수꽃

수꽃

가시의 모양 겨울눈

겨울눈

잎자루의밑부분 턱잎이변한덩굴손

잎 ▶잎은 어긋나고 윤채가 나는 가죽질이며 원형,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진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5~7개의 맥이 있다.

열매 ▶둥글고 지름1cm 정도, 9~10월에 적색으로 익고 씨앗은 황갈색으로 5개

정도이다.

꽃 ▶ 꽃은 암수딴그루로서 5월에 산형꽃차례로 잎짬에서 황록색으로 핀다.

줄기 ▶ 원줄기는 마디에서 굽어 자라며, 갈고리같은 가시가 있고, 턱잎이 변하여

1쌍의 덩굴손이 된다.

겨울눈 ▶ 삼각상 긴피침형으로 잎자루의 밑부분에 싸여 보이지 않는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3m에 이르고, 전국 산지에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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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4 1.암꽃 2.수꽃 3.잎

4.겨울눈 5~6.줄기

분 포 도

유사종 특징비교

Smilax sieboldii Miq.046
1

청가시덩굴
S. sieboldii

민청가시덩굴
S. sieboldii for. intermis

6

민청가시덩굴의줄기에는가시가
없는것이특징이다.

줄기 전체모습

덩굴손

잎 ▶ 잎은 어긋나며 난상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는 파도 모양의 굴곡이 지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약간 심장저이고 뒷면은 녹색으로 윤채가 있으며, 

5~7개의 측맥이 있고, 잎자루 중앙부에 턱잎이 변한 1쌍의 덩굴손이 있다.

열매 ▶ 장과로 둥글고 지름7~9mm, 9~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꽃은 암수딴그루로 길이가 2~3m이고, 산형꽃차례로 잎짬에서 6월에 황록색에

넓은 종 같이 핀다.

줄기 ▶ 줄기는 녹색이고 능선과 곧은 가시가 있으며 가지는 녹색으로서 흑색반점이

있고 털이 없다.

겨울눈 ▶ 삼각상 피침형으로 잎자루 밑부분에 싸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가 5m정도 자라고, 전국의 산과들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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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Smilax sieboldii for. intermis (Nakai) Hara047
1

잎 ▶ 어긋나며 난상 타원형, 가장자리가 물결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에서

나온 5~7맥이 다시 그물맥으로 된다. 표면은 녹색으로서 털이 없고

중앙부에 턱잎이 변한 1쌍의 덩굴손이 있다.

열매 ▶ 구형으로 지름 7~9mm로서 9~10월에 검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 6월에 황록색의 꽃이 피고 산형꽃차례는 잎짬에 달리며, 

화피 조각은 6개로서 타원형이며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줄기 ▶ 원줄기는 녹색이고 능선이 있으며, 가지는 녹색으로서 검은 반점이 있고

털은 없으며, 원줄기에 가시가 없다.

겨울눈 ▶ 삼각상 피침형으로 잎자루 밑부분에 싸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덩굴성으로 길이 5m 정도, 전국의 산지에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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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찾아보기

A
Acer pictum subsp. mono 49

Acer pseudosieboldianum 50

Acer saccharinum 49

Acer saccharum 49

Acer takesimense 50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51

Acer truncatum var.barbinerve 49

Actinidia arguta 79

Actinidia arguta var. rufinervis 79

Actinidia kolomikta 80

Actinidia polygama 81

Akebia quinata   72

Albizia julibrissin   46

Albizia kalkora   46

Alnus firma   21

Alnus japonica   22

Alnus sibirica  22

Ampelopsis brevipedunculata 98

Ampelopsis brevipedunculata for. citrulloides 99

Aphananthe aspera 36

Aristolochia manshuriensis 78

B
Betula davurica 24

Betula schmidtii 23

C
Camellia japonica 42

Camellia japonica for. albipetala 42

Carpinus cordata 25

Carpinus laxiflora 26

Carpinus tschonoskii 27

Carpinus turczaninowii 26

Castanea crenata 28

Celastrus flagellaris 93

Celastrus orbculatus var. sylvestris 91

Celastrus orbiculatus 91

Celastrus stephanotiifolius 92

Celtis aurantiaca 36

Celtis jessoensis 36

Celtis koraiensis 36

Celtis sinensis 36

Chamaecyparis obtusa 18

Chamaecyparis pisifera 18

Clematis alpina var. ochotensis 66

Clematis apiifolia 70

Clematis brachyura 67

Clematis brachyura var. hexasepala 67

Clematis fusca var. violacea 65

Clematis koreana 66

Clematis patens 68

Clematis terniflora 69

Clematis terniflora var.mandshurica 67

Clematis trichotoma 71

Cocculus trilobus 74

Cornus controversa 55

Cornus kousa 56

Cornus macrophylla 55

Cornus walteri 55

Cryptomeria japonica  17

E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94

Euonymus japonicus 94

Eurya emarginata 43

Eurya japonica 43

F
Fagus engleriana 29

Ficus oxyphylla 62

Ficus thunbergii 62

Fraxinus chiisanensis 59

Fraxinus mandshurica 59

Fraxinus rhynchophylla 59

Fraxinus sieboldiana 60

Fraxinus sieboldiana var. angusta 60

H
Hedera rhombea 103

Hydrangea petiolaris 82

I
Ilex macropoda 52

Ilex macropoda for. pseudomacropoda 52

J
Juniperus rigida 19

K
Kadsura japonica 64

L
Larix kaempferi 16

Larix olgensis var. koreana 16

Lindera erythrocarp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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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icera japonica 105

Lonicera japonica for. chinensis 105

Lonicera japonica var. repens 105

M
Maackia amurensis 47

Maackia fauriei 47

Magnolia sieboldii 40

Meliosma myriantha 29

Menispermum dauricum 75

Millettia japonica 90

Morus alba 39

Morus bombycis 39

P
Parthenocissus quinquefolia 97

Parthenocissus tricuspidata 96

Pinus densiflora 12

Pinus densiflora for. erecta 12

Pinus densiflora for.multicaulis 12

Pinus koraiensis 15

Pinus rigida 14

Pinus thunbergii 13

Piper kadsura 77

Platycarya strobilacea 20

Prunus pendula for. ascendens 44

Prunus sargentii 44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44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44

Prunus verecunda 44

Prunus yedoensis 44

Pueraria lobata 88

Q
Quercus acutissima 31

Quercus aliena 35

Quercus dentata 33

Quercus mongolica 32

Quercus serrata 34

Quercus variabilis 30

R
Robinia pseudoacacia 48

Rosa maximowicziana 84

Rosa maximowicziana var. coreana 84

Rosa maximowicziana var. pilosa 84

Rosa wichuraiana 84

Rosa wichuraiana for. ellipsoidea 84

Rosa wichuraiana for. rosiflora 84

Rubus oldhamii 85

Rubus parvifolius 86

Rubus parvifolius var. taquetii 87

S
Schisandra chinensis 63

Schizophragma hydrangeoides 83

Smilax china 106

Smilax sieboldii 107

Smilax sieboldii for. intermis 108

Sorbus alnifolia 45

Sorbus alnifolia for. hirtella 45

Stauntonia hexaphylla 73

Stephania japonica 76

Styrax japonicus 57

Styrax obassia 58

T
Thuja orientalis 18

Tilia amurensis 53

Tilia mandshurica 54

Trachelospermum asiaticum 104

Trachelospermum jasminoides var. pubescens 104

Tripterygium regelii 95

U
Ulmus davidiana   37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37

Ulmus macrocarpa 37

Ulmus parvifolia 37

V
Vitis amurensis 101

Vitis coignetiae   101

Vitis ficifolia for. glabrata 100

Vitis ficifolia var. sinuata 100

Vitis flexuosa 102

W
Wisteria floribunda 89

Z
Zelkova serrat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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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찾아보기

ㄱ

가새잎개머루 99

갈참나무 35

개다래 81

개머루 98

개벚나무 44

개서어나무 27

고로쇠나무 49

곰솔 13

곰의말채나무 55

굴참나무 30

굴피나무 20

금강소나무 12

긴돌가시나무 84

까마귀머루 100

까치박달 25

ㄴ

나도밤나무 29

남오미자 64

너도밤나무 29

노간주나무 19

노박덩굴 91

녹다래 79

느릅나무 37

느티나무 38

ㄷ

다래 79

다릅나무 47

담쟁이덩굴 96

당느릅나무 37

당단풍나무 50

대팻집나무 52

댕댕이덩굴 74

덤불노박덩굴 91

돌가시나무 84

동백나무 42

들메나무 59

등 89

등수국 82

등칡 78

때죽나무 57

떡갈나무 33

ㄹ

리기다소나무 14

ㅁ
마삭줄 104

말채나무 55

머루 101

멀꿀 73

멍석딸기 86

모람 62

물들메나무 59

물박달나무 24

물오리나무 22

물푸레나무 59

미국담쟁이덩굴 97

미역줄나무 95

민대팻집나무 52

민청가시덩굴 108

ㅂ
바위수국 83

박달나무 23

반송 12

밤나무 28

벚나무 44

비목나무 41

뽕나무 39

ㅅ

사방오리 21

사스레피나무 43

사슨딸기 87

사위질빵 70

사철나무 94

산딸나무 56

산벚나무 44

산뽕나무 39

산팽나무 36

삼나무 17

상수리나무 31

새머루 102

새모래덩굴 75

서어나무 26

설탕단풍 49

섬단풍나무 50

세잎종덩굴 66

소나무 12

소사나무 26

솔비나무 47

송악 103

쇠물푸레나무 60

신갈나무 32

신나무 51

ㅇ

아까시나무 48

애기등 90

오리나무 22

오미자 63

올벚나무 44

왕느릅나무 37

왕머루 101

왕모람 62

왕벚나무 44

왕용가시 84

왕자귀나무 46

왕팽나무 36

외대으아리 67

용가시나무 84

우묵사스레피 43

으름덩굴 72

으아리 67

은단풍 49

인동덩굴 105

일본잎갈나무 16

잎갈나무 16

ㅈ

자귀나무 46

자주종덩굴 66

잔털벚나무 44

잔털인동 105

잣나무 15

조령으아리 67

졸참나무 34

좀쇠물푸레 60

종덩굴 65

줄딸기 85

줄사철나무 94

쥐다래 80

쪽동백나무 58

ㅊ

찰피나무 54

참느릅나무 37

참으아리 69

청가시덩굴 107

청까마귀머루 100

청미래덩굴 106

측백나무 18

층층나무 55

칡 88

ㅋ

큰꽃으아리 68

ㅌ

털노박덩굴 92

털마삭줄 104

털만주고로쇠 49

털용가시 84

털인동 105

털팥배나무 45

ㅍ

팥배나무 45

팽나무 36

편백 18

푸조나무 36

푼지나무 93

풍게나무 36

피나무 53

ㅎ

할미밀망 71

함박꽃나무 40

함박이 76

홍돌가시나무 84

화백 18

후추등 77

흰동백나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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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剛毛) 뻣뻣하고억센털.

견모(絹毛) 비단실같은털.

결각(缺刻) 잎의가장자리가깊이패어듦의정도로천열, 중열, 심열, 전열이있다.

경모(硬毛) 단단한털, 굳은털.

곁눈 겨울눈(동아冬芽)의하나로줄기의옆에서나오는눈(측아側芽). 줄기끝에서

나오는눈을끝눈(정아頂芽)이라한다.

과수(果樹) 과실나무.

과포(果苞) 수과를싸고있는주머니.

관목(灌木) 나무의키가작고, 원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아니하며밑동에서가지를

많이치는나무(진달래·앵두나무따위의 떨기나무).

교목(喬木) 줄기가 곧고 굵으며 8m 이상 높이 자라고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는 나무

(소나무·향나무따위의 큰키나무).

구과(毬果) 솔방울모양을한열매(소나무, 굴피나무).

급첨두(急尖頭) 잎의끝부분이꼬리처럼길게뾰족한모양.

기공조선(氣孔條線) 나자식물 잎의 뒷면에 흰 줄로 나타나며 직선 모양(예 :분비나무, 비자나무,

잣나무, 구상나무등), Y자모양(편백), 나비모양(화백) 등이있다. 기공(숨구멍)의

개폐로수분의증산을조절하는기능. 기공선(氣孔線) 이라고도함.

기판(基瓣) 주로콩과식물꽃구조의하나로서꽃잎중에가장위쪽꽃잎(익판, 용골판등이

있다).

깃꼴겹잎 새의 깃털 모양으로 생긴 잎(아까시나무, 자귀나무, 다릅나무, 굴피나무 등),

우상복엽(羽狀複葉)이라고도한다.

꽃눈 겨울눈(동아冬芽)의하나로꽃이되는눈(잎눈은잎이되는눈).

꽃차례 화서(花序)라고도하며줄기나가지에꽃이달리는모양을말한다.

꽃턱 화탁(花托)이라고도하며꽃잎, 꽃받침, 암술수술이얹혀지는부분.

난상피침형(卵狀披針形) 달걀모양(난상卵狀)이지만위끝부분이뾰족한형태.

난형(卵形) 달걀처럼밑부분이윗부분보다넓고윗부분이둥근모양. 난상(卵狀)이라고도함.

노목(老木) 오래살아생장활동이활발하지못한나무, 고목(古木).

도란형(倒卵形) 달걀을거꾸로세운모양. 거꿀달걀꼴, 도란상(倒卵狀) 이라고도함.

도원추형(倒圓錐形) 거꾸로세운원뿔모양.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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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침형(倒披針形) 거꾸로세운피침형.

둔두(鈍頭) 끝이뾰죽하지않고둥근잎끝(엽선葉先, 엽두葉頭)의모양.

막질(膜質) 질이아주얇은것.

맥짬(脈짬) 맥겨드랑이, 맥액(脈腋)이라고도하며잎면과맥사이를말한다.

맹아(萌芽) 식물에새로트는싹으로움이라고도한다.

면모(綿毛) 길고부드러운솜털.

목질화(木質化) 식물의세포벽에리그닌(lignin)이쌓여나무처럼단단해지는현상.

밀생(密生) 빈틈없이빽빽하게남.

백분(白粉) 흰가루.

복산방(複 房)꽃차례 산방으로 이루어진 꽃차례가 다시 산방으로 달려 전체를 이루는 꽃차례. 복산

방화서(複 房花序).

산형(傘形)꽃차례 우산모양으로펼쳐진꽃차례, 산형화서(傘形花序).

삼출복엽(三出複葉) 잎차례의하나로삼출겹잎이라고도하며, 잎의모양이완전히갈라진형태의것이

3번갈라지는것.

샘털 선모(腺毛)라고도하며, 끝이팽대되어분비물을함유하고있는털. 

선상피침형(線狀披針形) 양면이평행하게된모양을한피침형.

소견과(小堅果) 작은견과(딸기, 느티나무).

소선점 투명하거나반투명한작은점의형태로기름방울(유적油滴)을분비하는작은점.

수과(瘦果) 식물의열매로폐과(閉果)의하나, 껍질이말라서목질(木質)이나혁질(革質)이되고

속에하나의씨가들어있음(메밀·민들레·해바라기따위의열매).

수꽃양성화딴그루 수꽃과양성화가각각다른그루에서피는나무(예 : 왕머루, 후피향나무, 들메

나무, 부게꽃나무등).

수피(樹皮) 나무껍질.

시과(翅果) 열매 껍질이 자라서 날개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열매(단풍나무, 느릅

나무, 물푸레나무).

신장형(腎臟形) 콩팥모양을한것.

실편(實片) 열매를싸고있는비늘같은조각(예 :소나무, 잎갈나무, 구상나무의열매).

심피(心皮) 속씨식물에서암술이되는잎. 한개나몇개의잎이변하여씨방·암술대·암술

머리를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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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장저(亞心臟底) 잎밑부분이심장모양과비슷한형태.

양성화(兩性花) 암술과수술을모두갖춘꽃.

연모(緣毛) 잎이나꽃잎의가장자리에있는털.

예각(銳角) 직각보다작은각(둔각鈍角:  90。보다크고180。보다작은각).

예두(銳頭) 끝이단순히예각을띠는것으로예첨두보다는덜뾰죽하다. 

예저(銳底) 잎밑부분이뾰죽한(쐐기꼴) 모양.

요두(凹頭) 잎의끝부분이V자모양으로파인것.

원저(圓底) 잎밑부분이둥근모양.

원추(圓錐)꽃차례 위로갈수록점점좁아져전체적으로원뿔모양인꽃차례(예 : 광나무), 원추화서

(圓錐花序)라고도한다.

윤채 광택이나는것.

인편 비늘조각.

잎겨드랑이 잎(잎자루끝)과줄기사이, 잎짬, 엽액(葉腋)이라고도함.

잎눈 겨울눈(동아冬芽)의하나로잎이되는것.

잎맥 잎살안에벋어있는관다발의한부분(잎살을버티어주고, 수분과양분의통로가

되며엽맥葉脈이라고도함).

잎자국 가지나줄기에붙어있던잎이떨어져나간흔적으로엽흔(葉痕)이라고도한다.

잡성화(雜性花) 한나무에양성화와단성화(한꽃에수술또는암술만갖춘꽃)가함께피는꽃.

장과(漿果) 열매(과실)의한가지로과육과액즙이많고속에씨가있음(귤, 감, 따위의열매).

장타원형(長楕圓形) 긴타원형.

전년지(前年枝) 지난해의가지, 2년지.

점첨두(漸尖頭) 점차로뾰죽해져끝이약간긴잎의끝부분.

정소엽(頂小葉) 겹잎(복엽)을 이루는 잎차례 축의 끝부분(맨 위쪽)에 있는 잎. 정엽(頂葉)

이라고도함.

제(臍) 배꼽.

주맥(主脈) 잎의한가운데있는가장큰잎맥으로중맥, 중륵이라고도한다.

중축(中軸) 겹잎(복엽)의작은잎(소엽)이나꽃차례(화서)의꽃들이달리는중심축.

첨두(尖頭) 잎의끝부분이뾰족한모양.

총상(總狀) 총상꽃차례(총상화서 總狀花序)의 준말, 하나의 꽃차례축(화축)에 여러 개의

꽃이어긋나게, 또는마주나기차례로달리는꽃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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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편(總苞片) 꽃차례를받치고있는꽃받침모양의포(국화과)의집합체를총포라하며그하나

하나의조각을총포편이라한다.

취산(聚傘)꽃차례 먼저꽃대끝에한개의꽃이피고그주위의가지끝에다시꽃이피고거기서

다시가지가갈라져끝에꽃이핌. 취산화서(聚傘花序).

측맥(側脈) 주맥(중맥)의좌우측에붙은맥.

치아상(齒牙狀) 이빨모양.

치아상톱니 이빨모양의톱니.

침엽(針葉) 바늘모양의잎, 바늘잎(예: 소나무, 잣나무의잎).

침형(針形) 바늘모양. 침상(針狀)과같은말.

턱잎 잎자루밑부분에있는한쌍의작은잎, 탁엽(托葉)이라고도한다.

퍼진털 긴털과짧은털이섞여있는털.

편원형(偏圓形) 한쪽으로치우친둥근모양. 편구형(偏球形)과같은말.

평활(平滑) 갈라지지않고편평한모양.

포복성(匍匐性) 누어서옆으로자라는성질.

피목(皮目) 나무의줄기나가지의껍질에있는통기조직으로껍질눈이라고도한다.

피침형(披針形) 장타원형보다좁고양끝이뾰족한모양.

핵과(核果) 씨가단단한핵으로싸여있는열매(예 : 복숭아, 살구).

협과(莢科) 꼬투리로맺히는열매(콩, 팥, 완두등주로콩과식물의열매).

화축(花軸) 꽃차례의축.

화피(花被) 꽃의 생식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영양기관으로 밖의 외화피(꽃받침)와 안쪽의

내화피(꽃잎)로 분화된다. 이 둘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를 화피라 하며,

그낱장을화피편이라한다.

활엽(闊葉) 넓고큰잎사귀. 넓은잎.

흡착근(吸着根) 덩굴성(넌출성) 식물이타물체에부착하기위해발달한원반형구조(예 : 담쟁이

덩굴, 오징어나문어의흡반(吸盤)과같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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