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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

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국제사회의국가산림통계제출요구증대

산림자원및환경의변화동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의필요성대두

조사목적

전국산림의과학적인조사·평가를통해국가산림자원기본통계확보

산림자원의변화동태및생태계건강성을주기적으로조사·평가

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천을위한산림기본계획, 생태적산림관리방안및

산림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조사개요

조사주기: 5년주기매년조사

표본설계: 전국산림대상4km x 4km 간격의계통추출배치(약4,000plot)

집락표본점: 4개의Subplot(다중원구조, 0.08ha)

조사항목 : 지황, 임황, 임목, 치수, 산림식생, 벌근, 고사목, 토양탄소등

떨기나무 (2006년~2013년)

총35과170종 426,551본의 떨기나무출현

전체출현수에서진달래14%, 생강나무11%  점유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



5일러두기

일러두기

①수록종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에서출현한종에대하여

떨기나무 106종에 대한분포정보를수록하고유사종포함총 155종을 대상으로사진

(수형, 수피, 꽃, 열매, 겨울눈등), 기재문및분포, 유사종특징비교를함께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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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Inventory)의

고정표본점이 속한 광역시도를 바탕으로 하였다.

⑤ 기재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국가표준식물목록,『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0), 

『한국의나무』(김진석·김태영, 돌베개, 2011), 

『겨울나무쉽게찾기』(윤주복, 진선BOOK) 을 참고하되, 가급적우리말로순화하여

사용하였으나부득이한경우에는한자식으로표기하였다.

⑥ 사진

사진은대부분표본점접근경로및표본점내에서직접촬영하였고, 대표사진, 꽃, 열매,

수피, 수형, 겨울눈등의카테고리로구성하여다양한모습을볼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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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는 방법

①국명 ②학명 ③과명 ④식물생태사진 ⑤식물부분사진

⑥식물부분명 ⑦분포도(NFI기반)   ⑧세부설명

⑨유사종특징비교 [비교종사진과부가설명및분류key ]

2

3

6 5 4 1.암꽃주머니 2.수꽃주머니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고 길이 6~20cm로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양면에 털이 없고 잎자루는
길이 1~3cm이다.

열매 ▶ 암꽃주머니가 성숙하여 열매로 되며 9~10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5~6월에 개화하며,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1개의 꽃자루가
자라고 그 위에 지름 15mm 내외의 둥근 꽃주머니(화낭花囊)가 있으며
그 안에 많은 꽃이 들어 있으나, 주머니 속에 있어 볼 수 없다. 
수꽃은 5~6개의 화피조각과 3개 정도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3~5개의 화피조각과 대가 있는 1개의 씨방에 짧은 암술대가 있다. 

수피 ▶ 나무껍질은 평활하며 가지는 회백색이고 털이 없다.

겨울눈 ▶ 원뿔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은 2~4개 이고 길이는 10mm 내외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소교목로 높이는 2~5m 정도이다.

분포 ▶ 전남과 경남 및 제주도의 바닷가 산지. / 중국, 베트남, 타이완, 일본.

Ficus erecta Thunb.001
1

좁은잎천선과 F. erecta var. sieboldii 

유사종 특징비교

1 2 3

4

5

6

8

7

9

어긋나기잎차례

천선과나무에 비해 잎이 좁은
피침형이고 맹아지에서 나온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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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과나무 Ficus erecta Thun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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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ee    16

녹나무과 Family Lauraceae 17

감태나무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17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Blume   18

털조장나무 Lindera sericea (Siebold & Zucc.) Blume   19

범의귀과 Family Saxitragaceae 20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20

털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var.amurensis Regel   21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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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도리속의정리★ Deutzi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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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까치밥나무 Ribes komarovi Pojark.   28

명자순 Ribes maximowiczianum Kom.   28

까치밥나무속의정리★ Ribes   29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30

얇은잎고광나무 Philadelphus tenuifolius Rupr. & Maxim.   31

애기고광나무 Philadelphus pekinensis Rupr.   32

돈나무과 Family Pittosporaceae 33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33

장미과 Family Rosaceae 34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34     

나비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var.quadrifissa (Nakai) T.B.Lee   34

나도국수나무 Neillia uyekii Nakai  35

산국수나무 Physocarpus amurensis (Maxim.) Maxim.   36

콩배나무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37

배나무속의정리★ Pyrus 38



복사앵도나무 Prunus choreiana H. T. Im   39

이스라지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40

산이스라지 Prunus ishidoyana Nakai   40

털이스라지 Prunus japonica f. rufinervis (Nakai) T.B.Lee   40

산딸기 Rubus crataegifolius Bunge   41

거제딸기 Rubus longisepalus var. tozawai (Nakai) T.B.Lee   42

맥도딸기 - 42

수리딸기 Rubus corchorifolius L.f.   43

청수리딸기 Rubus corchorifolius var. oliveri   43

곰딸기 Rubus phoenicolasius Maxim.  44

흰곰딸기 Rubus phoenicolasius f.albiflorus 44

멍덕딸기 Rubus idaeus var.microphyllus Turcz.   45

복분자딸기 Rubus coreanus Miq.  46

가시복분자딸기 Rubus schizostylus H.Lev.   46

청복분자딸기 Rubus coreanus f. concolor (Nakai) T.B.Lee   46

장딸기 Rubus hirsutus Thunb.   47

노란장딸기 Rubus hirsutus var. xanthocarpus 47

제주장딸기 Rubus hirsutus f.argyi (H.Lev.) W.T.Lee    47

산딸기속의정리★ Rubus  48

윤노리나무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var.villosa 49

인가목 Rosa acicularis Lindl.  50

흰인가목 Rosa koreana Kom.   50

둥근인가목 Rosa pimpinellifolia L.  50

생열귀나무 Rosa davurica 50

해당화 Rosa rugosa Thunb.   51

개해당화 Rosa rugosa var. kamtschatica 51

민해당화 Rosa rugosa var. chamissoniana 51

만첩해당화 Rosa rugosa f.plena 51

노랑해당화 Rosa xanthina Lindl.   51

찔레꽃 Rosa multifloraThunb.   52

국경찔레 Rosa jaluana Kom.   52

좀찔레 Rosa multiflora var. quelpaertensis 52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53

갈기조팝나무 Spiraea trichocarpa Nakai   54

당조팝나무 Spiraea chinensis Maxim. 55

산조팝나무 Spiraeablumei G.Don 56

인가목조팝나무 Spiraea chamaedryfolia L.  57

털인가목조팝나무 Spiraea chamaedryfolia var. pilosa Hara   57

좀조팝나무 Spiraea microgyna Nakai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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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주머니 2.수꽃주머니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고 길이 6~20cm로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양면에 털이 없고 잎자루는

길이 1~3cm이다.

열매 ▶ 암꽃주머니가 성숙하여 열매로 되며 9~10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5~6월에 개화하며,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1개의 꽃자루가

자라고 그 위에 지름 15mm 내외의 둥근 꽃주머니(화낭花囊)가 있으며

그 안에 많은 꽃이 들어 있으나, 주머니 속에 있어 볼 수 없다. 

수꽃은 5~6개의 화피조각과 3개 정도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3~5개의 화피조각과 대가 있는 1개의 씨방에 짧은 암술대가 있다. 

수피 ▶ 나무껍질은 평활하며 가지는 회백색이고 털이 없다.

겨울눈 ▶ 원뿔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은 2~4개 이고 길이는 10mm 내외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는 2~5m 정도이다.

분포 ▶ 전남과 경남 및 제주도의 바닷가 산지. / 중국, 베트남, 타이완, 일본.

Ficus erecta Thunb.001
1

유사종 특징비교

천선과나무에 비해 잎이
좁은피침형이고 맹아지에서
나온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좁은잎천선과 F. erecta var. sieboldii 



2

3

6 5 4 1.암꽃 2.수꽃 3.잎차례

4~5.잎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거나 어긋나며 넓은 난형 또는 타원상 난형이며 끝은 꼬리처럼 길고

밑부분은 심장모양이며, 길이 7~20cm로 갈라지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3~5개로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2~8cm정도이다.

열매 ▶ 상과(桑果)로 둥글고 지름 2~3cm이며 육질이고 9~10월에 홍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과 같이 피고, 수꽃차례는 새가지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밑으로 처지는 길이 6~8cm의 꼬리모양꽃차례이고, 수꽃은 4개로 갈라진

화피와 4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지름 10mm 정도의 머리모양꽃차례로 자방은

대가 있으며 암술대는 실처럼 가늘고 길다. 

수피 ▶ 회색 또는 회갈색이며 평활하고 황갈색의 껍질눈이 있다.

겨울눈 ▶ 삼각형으로 인편은 2개이고 갈색의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큰키나무(교목)이지만, 보통 떨기나무(관목)~작은키나무(소교목) 상태로

높이는 12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민가근처의숲가장자리, 울릉도와동해안에흔하다. / 중국, 베트남, 타이완, 일본.

Broussonetia papyrifera (L.) L'Her. ex Vent.002
1

유사종 특징비교

암수한그루인 닥나무에 비해
꾸지나무는 암수딴그루이며
잎의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아주 많은 것과 암꽃차례의
지름이 10mm 정도로 5mm
정도인 닥나무 보다 큰 것이
다르다.

꾸지나무 B. papyrifera 닥나무 B. zin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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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수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가시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타원형, 도란형으로 길이는 6~10cm 정도며 3갈래로 갈라지기도

한다.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5~25mm로서 털이 있다.

열매 ▶ 상과(桑果)로 둥글며 지름이 2.5cm 정도이고 육질이며 9~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머리모양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수꽃차례는 둥글며 황색이고 지름 10mm정도로 길이 10~12mm의 자루가 있고

털이 많으며 수꽃은 3~5개의 화피 열편과 4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차례는 지름

15mm 정도로 타원형이며 암꽃은 4개의 화피 열편과 2개로 갈라진 암술대가

있다.

수피 ▶ 회갈색으로 세로로 벗겨지고 가지가 변형된 날카롭고 강한 가시가 있다.

겨울눈 ▶ 둥글며 인편은 6개로 가장자리에 흰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는 2~8m 정도.

분포 ▶ 황해도 이남, 주로 남부지방, 제주도에 흔하다. / 중국.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ee003
1

미성숙 열매로 붉게 익는다.

16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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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 또는

둥글며, 가죽질로 두껍고 길이는 5~14㎝로 표면은 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뒷면은 회록색으로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6~10㎜이다. 마른 잎은 이듬해 새잎이 나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열매 ▶ 핵과는 둥글고 지름 8mm정도이며, 10~11월에 검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4월에 잎과 함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산형꽃차례에 녹황색의

꽃들이 달리며 화피는 6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9개이며, 자방과 암술대는 화피

밖으로 나오고, 꽃자루는 길이 5㎜ 정도로 털이 있다.

수피 ▶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평활하며 작은 껍질눈(피목)이 많다.

겨울눈 ▶ 적갈색의 긴 난형 끝은 뾰족하고 인편은 8개 내외로 흰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는 2~8m 정도.

분포 ▶ 충북이남의 내륙과 해안선을 따라 황해도 및 강원도까지 분포.

/ 중국, 타이완, 베트남, 일본.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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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열매 3.잎차례(단풍) 

4.잎 5.겨울눈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난상 원형으로 끝은 둔하고 밑부분은 심장모양이거나

둥글며, 길이는 5~15cm로서 윗부분이 보통 3~5개로 갈라지지만 갈라지지

않는 것도 있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뒷면 맥에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2cm로 털이 있다.

열매 ▶ 핵과로 둥글고 지름 7~8mm이며 9~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3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자루가 없는 산형꽃차례에 노란색 꽃들이

뭉쳐 달린다. 작은 꽃자루는 짧고 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깊게 6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9개, 암술은 1개이며, 수꽃은 암술이 퇴화되어 있고, 암꽃은 수술이

퇴화되어 있다. 

수피 ▶ 짙은 회색이고 평활하며 둥근 껍질눈이 많다.

겨울눈 ▶ 잎눈은 타원형으로 인편이 4~5개며 꽃눈은 둥글며 인편은 2~3개이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는 2~3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의 산지. / 중국, 인도, 일본 등.

Lindera obtusiloba Blume005
1

유사종 특징비교

•털생강나무 L. obtusiloba f. villosa
: 잎뒷면에 긴 털이 빽빽이 있다.
•둥근잎생강나무 L. obtusiloba f. ovata
: 생강나무와 달리 갈라지는 잎이 없다. 
•고로쇠생강나무 L. obtusiloba f. quinquelobum
: 윗부분의 것은 5갈래로 갈라지고, 중간 부분은
3갈래로 갈라지며, 아랫부분의 잎은 달걀 모양이다.

생강나무 잎뒷면 털생강나무 잎뒷면

수꽃 암꽃

1cm

꽃눈
잎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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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6~15cm 정도의 긴 타원형 또는 난상 긴 타원형이며 잎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좁은 쐐기 모양으로 양면에 털이 많으며, 뒷면은 회백색으로
맥 위에는 긴 털이 빽빽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자루 길이는
5~20mm로 털이 있다.

열매 ▶ 핵과로서 지름이 7mm 내외로 둥글고 10월에 검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산형꽃차례에
노란 꽃들이 모여 달린다. 화피조각은 6개이고 수꽃에는 수술 9개, 암꽃은 1개의
암술과 9개의 헛수술이 있다. 

수피 ▶ 연한 녹색 또는 짙은 녹회갈색으로 평활하며 껍질눈이 있다.

겨울눈 ▶ 잎눈은 긴 타원형이고 꽃눈은 둥글며 인편에는 흰털이 많다.  
꽃눈은 수그루가 암그루보다 많이 달린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는 3m 정도 자란다.

분포 ▶전남 화순군, 광주시 무등산, 모악산. / 일본.

비고 ▶희귀 보호식물로 약관심종(LC 국가단위).

Lindera sericea (Siebold & Zucc.) Blume006
1

유사종 특징비교

생강나무 L. obtusiloba 털조장나무 L. sericea

꽃눈

잎눈

↑

←

수그루 암그루

암꽃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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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산방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타원상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고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이며, 길이는 3~6(10)cm, 양면에 5개로 갈라진 별모양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3~12mm로 별모양의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반구형, 지름 3~5mm이고 별모양의 털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지름 7~12mm 정도의 흰꽃들이 가지 끝에서 산방꽃차례로 달리며
꽃받침통은 술잔 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삼각형으로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으며,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3개이고, 꽃턱(화반花盤)에 별모양의
털이 있다. 

수피 ▶회갈색~회백색이고 세로로 얕게 갈라지며 불규칙하게 벗겨지고,
가지 속은 차 있다.

겨울눈 ▶ 적갈색, 달걀모양, 끝이 뾰족하고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2m 정도 된다.

분포 ▶전국 낮은지대 산지. / 중국, 몽골, 러시아.

비고 ▶잎뒷면에 별모양의 털이 없고 맥위에 잔털이 빽빽이 있는 것을 태백말발도리
❺ D. parviflora var. barbinervis라 하였으나 말발도리에 통합 되었다.

Deutzia parviflora Bunge007
1

유사종 특징비교

말발도리의 꽃차례는 전체에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으나
물참대의 꽃차례는 털이 없어
매끈하다.

말발도리 D. parviflora 물참대 D. glab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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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산방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난형, 난상 타원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길이 3~8(10)cm 정도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표면에 별모양의 털이 있고 뒷면에 별모양의 털과 잔털이 모두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3~12mm로 별모양의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둥글며 지름 3~5mm로 별모양의 털이 있으며 9월에 익는다.

꽃 ▶ 5월에 가지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지름이 12mm정도인 흰꽃들이 모여나고,
꽃받침은 술잔 모양으로 끝이 5개로 갈라지며 꽃잎도 5개이고, 수술은 10개이며
암술대는 3개이고 화반에 별모양의 털이 있다.

수피 ▶회갈색~회백색이고 세로로 얕게 갈라지고 불규칙하게 벗겨지며,
가지 속은 차 있다.

겨울눈 ▶ 적갈색, 달걀모양, 끝이 뾰족하고 인편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 산지 계곡부 바위지대.

비고 ▶잎뒷면에 별모양의 털(성모星毛)만 있는 말발도리에 비해 별모양의 털과 잔털이
함께 있는 것이 다르다.

Deutzia parviflora var. amurensis Regel008
1

잎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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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양끝은 뾰족하고 길이 4~6cm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고 양면에 별모양의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종모양이며 9~10월에 익는다.

꽃 ▶ 꽃은 5월에 전년도 가지(묵은 가지)의 측면에서 백색의 꽃이 1~3개씩 피며

꽃자루는 길이 2~5mm로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다. 꽃받침통에는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으나 꽃받침조각은 털이 거의 없다. 꽃잎은 5장으로 길이

15~20mm이고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 양쪽에 날개가 있다.

암술대는 3개로 깊게 갈라진다. 

수피 ▶회색이고 불규칙하게 벗겨진다. 새가지에 자루가 있는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고

묵은 가지는 연한 적갈색~회갈색이며 털이 있다.

겨울눈 ▶ 적갈색의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m 정도 된다.

분포 ▶전국 낮은 지대 산지. / 중국, 러시아.

비고 ▶주로 바위 위에 자생하기 때문에 바위말발도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바위말발도리는 새가지에서 꽃이 달리며 특정지역에 매우 드물게 자생한다.

Deutzia uniflora Shirai009
1

새가지에 자루가 있는
별모양의 털이 많다.

꽃받침통에는
자루가 없는 별모양의 털이
있지만 꽃받침잎(열편)에는
털이 없다.

새가지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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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잎차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타원형, 난상 타원형 또는 도란상 타원형으로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둥글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길이는 7~10cm이고, 표면에는 별모양의 털이 있으며 뒷면은 털이 없다.

열매 ▶ 삭과로 지름 3mm 정도로 둥글며 9~10월에 익는다.

꽃 ▶ 4~5월에 새가지에서 나온 지름 8~10mm의 흰꽃들이 원추꽃차례로 모여 나며

꽃차례에는 털이 없다. 꽃받침은 종모양으로 별모양의 털이 있으며

얕게 5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10개이며 꽃잎은 5개로서 털과 톱니가 없고

암술대는 3개로서 깊게 갈라지고 털이 없으며, 꽃턱에 별모양의 털이 있다.

수피 ▶회갈색이고 점차 세로로 갈라지며 평활하고, 잔가지에 털이 없다.

겨울눈 ▶ 갈색의 긴 난형으로 인편에 별모양의 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2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북(팔공산) 이남 지역의 산지. / 한국 특산식물.

Deutzia paniculata Nakai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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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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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2~14cm정도의 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끝은 길게 뾰족

하며 밑부분은 쐐기모양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거의 없거나 별모양의 털이 조금 있지만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털이

없다.

열매 ▶ 삭과는 지름 4mm의 종모양이며 9~10월에 익고 별모양의 털이 없다.

꽃 ▶ 5~6월에 지름 8~12mm의 흰꽃이 산방꽃차례로 달리며 털이 없고, 꽃잎은

5개며, 1개의 암술을 10개의 수술들이 둘러싸고, 수술대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암술대는 3갈래(간혹 2, 4갈래)이다. 꽃받침통에는 털이 없고 열편은

5개로 삼각형이다. 

수피 ▶ 오래 된 가지는 회색~흑회색으로 불규칙하게 벗겨지고, 가지 속은 비어 있다.

겨울눈 ▶ 적갈색, 달걀모양, 끝이 뾰족하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m 정도 된다.

분포 ▶전국 낮은 지대 산지. / 중국, 러시아.

Deutzia glabrata Kom.011
1

유사종 특징비교

물참대의 가지속은
비어 있고
말발도리의 가지속은
흰 수로 차 있다.

말발도리 D. parviflora 물참대 D. glab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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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기 마주나기

총상꽃차례산방꽃차례 원추꽃차례

012

1

말발도리속 종 검색표

자루가 있는 별모양 털

물참대

1 2 3

꽃턱이 대개 녹황색이다.

말발도리

꽃턱은 대개 황색이다.

자루가 없는 별모양 털

꽃턱
(화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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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고 둥글며 길이 5~10cm로 3~5개로 갈라지고 뭉툭한 톱니가 있다. 

잎 앞면에는 털이 없으나 가장자리와 특히 뒷면 맥위는 짧은 털이 매우 많고

잎자루의 밑부분에는 짧은 털, 깃털 모양의 긴 털과 짧은 샘털이 있다.

열매 ▶ 장과로 지름은 7~8mm로 둥글고 10~11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드물게 암수 한그루)로 4~5월에 전년지의 잎겨드랑이에 여러개의

꽃이 노란색으로 피고, 꽃잎은 길이 약 1mm 내외로 매우 작고 꽃받침통 위에

붙는다. 수꽃은 암꽃보다 꽃자루가 길며 아래쪽에 관절이 있고, 

암꽃의 수술은 퇴화되어 있고 꽃자루 길이 중간 정도에 관절이 있으며 관절

이하에 굽은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있다. 꽃받침잎은 2mm내외로 꽃이 피면

뒤로 젖혀진다. 

수피 ▶자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지며 오래되면 조각으로 벗겨 진다.

겨울눈 ▶ 1cm 정도 크기의 피침형으로 적갈색이고 털이 없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1.5m 정도 된다.

분포 ▶ 중부이남의 낮은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다른 이름(이명異名)으로는 까마귀밥여름나무라고도 한다.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013
1

개당주나무의 변종인
까마귀밥나무는 원종에 비해
잎뒷면과 잎자루에 털이
빽빽이 있고, 꽃자루에도
전체에 털이 많다.
개당주나무 꽃자루의 관절
윗부분에는 털이 조금 있거나
없다.

암꽃 수꽃

꽃잎

꽃받침

유사종 특징비교

개당주나무 까마귀밥나무

↓
↘

꽃자루(수꽃)→

잎자루←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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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넓은 난형~아원형으로 3~5개로 갈라지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형, 잎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녹색이고 길이 5~10cm로서

잔털이 드문드문 있고, 뒷면 맥위에만 털이 있고, 잎자루는 1~6cm이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털이 없고 9~10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4~5월에 길이 20cm 정도의 총상꽃차례에 황록색의

많은 꽃이 모여 핀다. 꽃차례는 아래로 처지며 털이 적고, 포는 숙존성이다. 

꽃받침통은 난상 원형이며 꽃받침잎은 둥글고 뒤로 젖혀지고, 꽃잎은 작으며

뒤로 젖혀지고 수술은 길게 밖으로 나오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진다.

수피 ▶회색~회갈색이고 작은 피목이 발달하고, 오래되면 세로로 말리며 벗겨진다 .

겨울눈 ▶ 5mm 내외 정도 크기로 긴 타원형이고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2m 정도 된다. 

분포 ▶ 지리산, 덕유산 및 강원 이북 고산지대 산지. / 중국, 러시아.

비고 ▶ 모종인 까치밥나무는 잎뒷면과 꽃차례에 털이 빽빽이 있다.

Ribes mandshuricum f. subglabrum (Kom.) Kitag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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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수꽃 2.암꽃 3.열매

4.잎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넓은 난형~난상 원형으로 3~5 갈래로 갈라지며 톱니가 드물게 있고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심장형이며 겹톱니가 있고 길이 3~4(6)cm로서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 맥위에 샘털이 조금 있다.

열매 ▶ 열매는 7mm내외의 장과로 둥글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자웅이주)로 4~5월에 잎과 함께 피며,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황록색꽃이 모여 달린다. 수꽃차례는 길이 2~5cm로

10개이상의 꽃들이 서로 가깝게 모여 달리고, 암꽃차례에는 10개 이하의

꽃들이 보다 성글게 달린다. 꽃차례축과 줄기에 샘털이 있다. 

수꽃의 꽃받침통은 술잔모양이며 꽃받침잎은 둥글고 꽃잎은 도란상 타원형이며

수술이 꽃잎보다 길다. 암꽃의 자방은 도란형이고 털이 없으며, 꽃받침은

타원형으로 털이 없다.  

수피 ▶ 회색~회갈색이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벗겨진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3m 정도 된다.

분포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강원도의 높은 산지. / 중국, 러시아.

Ribes komarovii Pojark.015
1

유사종 특징비교

명자순은 꼬리까치밥나무에
비해 잎 전체에 털이 많고
꽃차례가 짧으며, 열매가 2~4개
정도로 적게 달리는 것과
열매의 모양이 구형인
꼬리까치밥나무에 비해
타원형 또는 난형인 점이
다르다.

꼬리까치밥나무 R. komarovii 명자순 R. maximowiczi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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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없다.

2.꽃은 잎겨드랑이에서 모여 나거나, 산형꽃차례로 달리며 암수딴그루이다. 

3.잎 뒷면에 털이 많다. ………………………………………………………………………………… 까마귀밥나무

3.잎뒷면 맥위에만 잔털이 있다. ……………………………………………………………………… 개당주나무

2.꽃은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4.암수한그루(일가화, 자웅동주, 양성화)이다.

5.꽃차례에 털이 빽빽히 있다. …………………………………………………………………… 까치밥나무

5.꽃차례에 털이 조금 있다. ……………………………………………………………………… 개앵도나무

4.암수딴그루(이가화, 자웅이주, 단성화)이다.

6.잎 표면 전체에 털이 있다. …………………………………………………………………… 명자순

6.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 샘털이 있다. ……………………………………… 꼬리까치밥나무

1.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있다.

7.꽃은 잎겨드랑이에서 1개씩 나고, 

잎에 털이 빽빽히 있으며 털 같은 가시가 있다. ………………………………………… 바늘까치밥나무

7.꽃은 총상꽃차례로 달리고,

잎에 샘털이 있으며, 마디에 달린 가시는 1~3개씩 갈라진다. ………………………… 서양까치밥나무

2

3

까마귀밥나무, 개당주나무의 열매

산형꽃차례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016

1

까치밥나무속 종 검색표

1 2

3

까마귀밥나무의 줄기 까막바늘까치밥나무의 줄기

까마귀밥나무/개당주나무 까치밥나무/개앵도나무 꼬리까치밥나무

4

4



30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

2

3

6 5 4 1.꽃 2.암술대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난형, 난상 타원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톱니가 있고 영양지의 잎 길이는 7~13cm,

열매가 달리는 가지(과지果枝)의 잎은 길이가 4.5~7cm로 대개 영양지의 잎이

크며 표면은 털이 거의 없으나 뒷면은 잔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 8mm 내외로 9~10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가지 끝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5~7개의 흰꽃들이 모여 달리며

꽃차례와 꽃자루 및 꽃받침통부에 잔털이 아주 많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6~13mm이다. 꽃받침잎은 안쪽 끝에 잔털이 있으며 꽃잎은 4개로 둥글거나

넓은 난형이고 암술대는 4개로서 1/2이상 갈라지며 밑부분에 잔털이 있고

화반에는 털이 없다. 

수피 ▶ 회갈색이고 오래 되면 껍질이 벗겨지며 잔가지는 갈색으로 털이 있다.

겨울눈 ▶ 한겨울 동안은 잎자국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터져 나온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4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얇은잎고광나무의 암술대는 1/3정도 갈라지며 그외는 구분하기 어렵다.

Philadelphus schrenkii Rupr.017
1

유사종 특징비교

•애기고광나무 P. pekinensis 
: 꽃차례와 잎에 털이 거의 없다.

•고광나무와 얇은잎고광나무는 암술대가
갈라지는 길이 이외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고광나무보다 얇은잎고광나무가 전국적으로
흔하게 분포한다. 

고광나무 P. schrenkii 얇은잎고광나무 P. tenuifolius

암
술
대

↑↑

↓↓
1/2

1/2

암
술
대

↑

↓
↑

↓

1/2

1/2

암
술
대

↑

↓

1/3

2/3

곁눈 끝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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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암술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끝은 꼬리처럼 뾰족하고 가장자리에는
이빨모양의 톱니가 약간 있다. 영양지의 잎은 길이 10.5cm로서 털이 거의
없으나 뒷면 맥위와 맥겨드랑이에는 털이 있다. 꽃가지(화지花枝)의 잎은
길이 4~6.5cm로 표면에 잔털이 약간 퍼져 있고 뒷면에도 털이 퍼져 있다.

열매 ▶ 삭과로 원추형이며 끝이 둥글고 길이 4.5~6mm이며 작은 열매자루는 열매
전체의 길이보다 길며 털이 많다.

꽃 ▶ 5~6월에 가지 끝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3)5~7(9)개의 흰꽃들이 모여
달리며 꽃받침잎은 난형으로 털이 약간 있으며, 꽃부리는 컵모양으로 지름
2.5~3.4cm이다. 꽃잎은 4개이고 도란상 넓은 타원형이며, 수술은 25~30개
이며 암술대와 꽃턱(화반花盤)에 털이 없고, 암술대는 위에서 4갈래로 얕게
1/3 정도 갈라진다.

수피 ▶회갈색이고 오래 되면 껍질이 벗겨지며 잔가지는 갈색으로 털이 있다.

겨울눈 ▶ 한겨울 동안은 잎자국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터져 나온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1~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고광나무속 중에서 가장 폭 넓게 분포. / 중국, 러시아, 일본.

Philadelphus tenuifolius  Rupr. & Maxim.018
1

곁눈 끝눈

잎자국을 뚫고 나온 겨울눈으로
고광나무와 같다.

암
술
대

↓

↑

1/3

2/3

영양지의 잎
(꽃이 피지 않는 가지)

화지의 잎
(꽃이 피는 가지)

↙↙

↖↖

→

→

→

암술머리

암술대

꽃턱
(화반)

꽃받침

꽃받침통
(화관통부)

꽃자루

작은꽃자루
(소화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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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암술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잎은 난형이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둔한 쐐기
모양이거나 둥글며, 꽃이 피지 않는 가지의 잎은 길이 6~9cm이고, 꽃이 피는
가지의 잎은 길이 3~4cm(7cm)이며, 양면에 털이 없거나 잎맥에 털이 있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잔톱니가 약간 있다.

열매 ▶ 삭과로서 거의 둥글거나 원뿔모양이며 길이 5~7mm로서 9~10월에 익는다.

꽃 ▶ 4~5월에 가지 끝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지름 2~3cm의 흰꽃이 3~9개
정도로 모여 피며, 꽃차례는 길이가 2~15cm이며, 작은 꽃자루와 꽃받침통
및 꽃받침에 털이 없고, 꽃받침잎은 난형으로 끝이 길게 뾰족하다. 
꽃잎은 4장이며 도란형이고, 수술은 25개이며, 화반(花盤)은 암술대와
더불어 털이 없고 암술대는 위쪽에서 1/4~1/5정도로 얕게 4개 갈래로 갈라진다.

수피 ▶밤색이고 오래 되면 껍질이 벗겨지며 잔가지는 갈색으로 털이 있거나 없다.

겨울눈 ▶ 한겨울 동안은 잎자국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터져 나온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Philadelphus pekinensis Rupr.019
1

암
술
대

↓

↑

1/4~1/5

3/4~4/5

곁눈

잎자국을 뚫고 나오는 겨울눈으로
고광나무와 같다.

끝눈

영양지의 잎
(꽃이 피지 않는 가지)

→

→

→

↑↑

↑

꽃받침

꽃차례축

꽃받침통
(화관통부)

꽃자루

작은 꽃자루
(소화경)

꽃가지
(꽃이 피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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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굿나기이지만 가지 끝에 모여 달리고 긴 도란형 또는 도란상 피침형이며

끝은 둥글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뒤로 약간 말린다.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서 광택이 있고 혁질이며 길이 4~10cm이고 잎자루는
5~8mm 정도이다.

열매 ▶ 삭과는 둥글거나 넓은 타원형이며 길이 12mm 정도로 10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다. 끈적한 붉은 점액에 싸인 씨앗이 여러 개 들어 있다. 

꽃 ▶ 암수딴그루로 4~5월 새가지 끝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지름 2cm정도의

흰꽃들이 모여 피며 향기가 있고 백색에서 점차 황색으로 변한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5개이며 수꽃은 암술이 수술 보다 짧고, 암꽃은 암술이

수술보다 길거나 비슷하다. 

수피 ▶회갈색 또는 회녹색으로 평활하며 껍질눈이 있다.

겨울눈 ▶ 둥글고 인편은 녹색이며 갈색 털이 있고 꽃눈은 가지끝에 모여 있다.

형태 ▶ 늘푸른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남부지방의 해안가 산지. / 타이완, 일본.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020
1 암술은
수술보다
길거나
같다.

암술이
수술보다
짧다.

꽃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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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차례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넓은 난형으로 끝은 길게 뾰족하거나 뾰족하며 밑부분은 심장모양

또는 잘린 것 같은 모양으로 길이 2~7(8)cm로 가장자리에 결각상 겹톱니가

있고 잎 표면에 털이 없거나 잔털이 있으며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3~10mm이다. 턱잎은 길이 5mm 정도의 난형으로 톱니가 있다. 

열매 ▶ 골돌로 둥글고 지름 2~3mm이며 잔털이 있고 9~10월에 익는다.

꽃 ▶ 5~6월, 새가지 끝에 길이 2~6cm의 원추꽃차례에 지름 4~5mm 정도인 작은

꽃들이 모여 피며, 꽃차례와 꽃자루에는 털이 있고, 꽃받침잎은 삼각형이고,

꽃잎은 5개로 도란형이며, 수술은 10개, 암술 1개이다. 

수피 ▶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 긴 난형으로, 6개 내외의 인편에는 털이 없고 아래쪽에 작은

세로 덧눈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타이완, 일본.

비고 ▶ 잎이 거의 비슷하게 5갈래로 갈라져 나비모양을 한 것을 나비국수나무

S. incisa var. quadrifissa라 하며 제주도와 서울에 자란다.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021
1

곁눈

1cm

→

세로 덧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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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 또는 거의 심장모양으로, 길이는 5~8cm이고, 가장자리는 결각상으로

얕게 갈라지거나 겹톱니가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거나 없으며 뒷면은

맥 위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5~15mm로 털이 많다.

열매 ▶ 골돌로 난형이고 긴 샘털이 많으며, 5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 있다.

꽃 ▶ 5~6월, 가지 끝에서 나온 길이 4~9cm의 총상꽃차례에 흰꽃들이 모여 피며

꽃차례에 별모양의 털과 잔털이 많고,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많거나 샘털만

있는 것이 있으며, 꽃부리는 지름이 5~6mm이며 꽃받침통에는 샘털이 있고, 

수술은 10개, 자방은 1개이다.

수피 ▶ 줄기는 회갈색으로 오래 되면 불규칙하게 벗겨진다.

겨울눈 ▶ 길이 3mm 정도의 적갈색 난형이며 인편은 3~4개로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1~2m 정도 자란다.

분포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경기도, 강원도 남부의 산지에 제한적으로 분포. / 중국.

Neillia uyekii  Nakai022
1

유사종 특징비교

나도국수나무는

원추꽃차례인 국수나무와 달리

총상꽃차례이며 꽃차례, 꽃받

침, 열매에

샘털이 많은 것과

잎의 결각이 얕은 것이 다르다.  

나도국수나무 N. uyekii 국수나무 S. incisa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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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수분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오각형 모양의 난형으로 길이 5~10cm이고, 손바닥 모양으로 3~5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의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심장 모양 또는 잘린모양이고,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다.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는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5~3.5cm이다.

열매 ▶ 골돌로 3~4개씩 달리며 겉에 별모양의 털이 있고, 8~9월에 익는다. 

꽃 ▶ 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길이 3~4cm의 산방꽃차례에 지름 10mm 내외의

흰꽃들이 모여 피며, 꽃차례에 잔털이 있다. 포는 피침형으로 톱니가 있으며,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부드러운 털이 있고, 수술은 많고 꽃밥이 자주색이다. 

자방은 길이 4~6mm로 털이 있다.

수피 ▶ 잔가지는 붉은 빛이 돌며 털이 있거나 없고 오래된 가지는 흑회색이다.

겨울눈 ▶ 난형이며 인편은 흰털로 덮혀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는 2m 정도 자란다.

분포 ▶ 충북,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지에 매우 드물게 분포. / 중국, 러시아.

Physocarpus amurensis (Maxim.) Maxim023
1

유사종 특징비교

국수나무 S. incisa

원추꽃차례

나도국수나무 N. uyekii

총상꽃차례

산국수나무 P. amurensis

산방꽃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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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돌배나무 들배나무 콩배나무

2

3

6 5 4 1.꽃 2.암술 3.열매

4.잎 5.톱니 6.수피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4~8cm로서 넓은 난형이거나 원형이며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둥글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자루는 길이 3~4cm로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열매 ▶ 이과로 둥글고 지름 1~1.5cm로 8~10월에 녹갈색에서 흑색으로 익고 작은

열매자루는 길이 3cm 정도이다.

꽃 ▶ 4~5월 짧은 가지끝에서 나온 산방꽃차례에 지름 2cm 내외의 흰꽃 5~9개가

모여 핀다. 작은 꽃자루는 잔털이 있으며, 꽃받침잎은 난형으로 톱니가 없고

양면에는 흰털이 빽빽이 있고, 꽃잎은 원형, 도란형, 넓은 난형이며,  

꽃밥은 자줏빛이 도는 적색이며 암술대는 2~3개로서 털이 없다.

수피 ▶회갈색, 짙은 회색으로 어린나무는 평활하며 껍질눈이 있고 오래되면 불규칙

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는 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낮은 산지. / 중국, 일본 등지.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024
1

어린나무 성숙한 나무

•돌배나무
톱니는 끝이 바늘모양이다.
•들배나무
톱니는 뽀족하지만
끝이 바늘 모양이 아니다.
•콩배나무
톱니는 둔하며 끝이 안으로
약간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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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잎의 톱니는 뾰족하며 끝이 침상(바늘모양)이다.

2.열매에는 꽃받침이 떨어져 없어지고, 잎과 잎자루에 털이 없다. 

5.열매의 크기가 20~30mm이다. ………………………………………………………… 돌배나무

5.열매의 크기가 50~100mm이다.………………………………………………………… 배나무

2.열매에는 꽃받침이 남아 있다. 

3.꽃의 크기는 30~35mm이다. 

4.열매는 원형이다.

5.열매의 크기는 지름이 30~40mm이다. 

6.잎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없다. ……………………………………………………… 산돌배

6.잎 양면에 털이 없고 잎자루와 열매자루에는 털이 있다. ……………………… 남해배나무

6.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 솜털이 있다.…………………………………… 금강산돌배

6.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 잔털이 있다.…………………………………………… 털산돌배

6.잎표면 주측맥 위에 누운 털이 있고

작은 꽃자루와 꽃받침 및 잎자루에 갈색의 털이 빽빽이 있다. ………………… 백운배나무

5.열매의 지름이 40~50mm이다. ………………………………………………………… 취앙네

5.열매의 지름이 50~60mm이다.(재배종) 

6.열매자루(과병)의 길이가 60mm이다. ……………………………………………… 참배

6.열매자루의 길이가 25mm이다. ……………………………………………………… 합실리

4.열매는 난상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 청실리

3.꽃의 크기가 30~35mm 보다 더 큰 대형이다. ……………………………………………… 문배

1.잎의 톱니는 뾰족하나 끝이 침상은 아니며,    잎과 잎자루에 털이 없고,

열매에는 꽃받침이 떨어져 없어진다. 

5.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16~22mm이며 열매자루의 길이는 25~35mm이다.

6.열매는 황갈색에서 흑색으로 익는다. ……………………………………………… 위봉배

6.열매는 녹갈색으로 익는다. …………………………………………………………… 청위봉배나무

5.열매는 도란형이고 열매자루가 짧다. …………………………………………………… 개위봉배나무

5.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15~30mm이다. ………………………………………………… 들배나무

(들배나무는 콩배나무와 돌배나무의 잡종으로 자방이 3~5실이다.)

1.잎의 톱니가 둔하다.

2.열매에 꽃받침이 떨어져 없어지고, 열매는 크기가 10~15mm로 작고 둥글다.……………… 콩배나무

2.열매에 꽃받침은 남아있고, 열매는 크고 조롱박 모양이며,

(도입종으로 재배하는 품종이다.) ………………………………………………………………… 서양배

025

1

배나무속 종 검색표

돌배나무

3

들배나무 콩배나무

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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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암술 3.열매

4.잎차례 5.잎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3~8cm로 넓은 도피침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이고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양면에 털이 없으나 뒷면 맥짬에는 갈색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3~5mm로 붉은 빛이 돈다.

열매 ▶ 핵과로 도란상 원형이며 지름 15~20mm로 5~6월에 붉게 익으며 털이 없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지름 2cm의 연홍색 꽃이

2~6개 정도 달리고, 꽃받침통은 안쪽에 흰털이 있고 열편은 뒤로 젖혀지고

길이 4mm로 뚜렷하지 않은 톱니가 있으며 연한 홍자색이고 털이 없다.

꽃잎은 도란형으로 끝이 둥글고, 수술은 많고 암술대는 1개로 수술보다 짧고

중앙 이하에 털이 많다. 자방은 난형이고 털이 없으며 녹색이다.

수피 ▶ 어린나무는 밤색이며 광택이 있고 성장한 나무는 회색이며 벗겨진다.

겨울눈 ▶ 난형이며 인편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로 높이는 2~4m 정도 자란다.

분포 ▶ 강원도(삼척시, 정선군) 경북(봉화군). / 희귀보호 수종으로 위기종(EN).

비고 ▶ 복사나무와 앵도나무 또는 벚나무의 교잡종으로 보거나, 독립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복사나무에 비해 자방과 열매에 털이 없고, 

열매가 붉게 익는 것이 특징이다.

Prunus choreiana H. T. Im026
1

유사종 특징비교유사종 특징비교

복사나무 복사앵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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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자방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산형꽃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3~7cm로 난형, 난상 타원형, 끝은 급히 꼬리처럼 뾰족해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이고, 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 맥 위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3~5mm이다.

열매 ▶ 핵과로서 둥글고 털이 없으며 7~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4~5월에 흰색~연홍색의 꽃 2~4개가 산형꽃차례로

달리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17~22mm 정도로서 털이 있거나 없고, 꽃받침통은

털이 있거나 없으며, 꽃받침잎은 타원형으로 잔톱니와 더불어 잔털이 있다.  

수술이 꽃잎보다 짧으며 암술대에 잔털이 있고 자방에는 털이 없다.

수피 ▶ 회갈색 또는 회색으로 평활하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이며 인편에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는 1~1.5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숲 가장자리나 계곡. / 중국.

비고 ▶ 잎맥에 털이 보다 많이 있는 것을 털이스라지 P. japonica f. rufinervis라

하며,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11mm로 보다 짧고, 암술대의 밑부분과 자방에

갈색 털이 많은 것을 산이스라지 P. ishidoyana라 한다.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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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광타원형이고 흔히 손바닥 모양으로 3~5회 갈라지지만

웃자란 가지나 열매가지의 잎은 3개로 갈라지거나 또는 갈라지지 않으며

길이 4~10cm, 열편은 난상 피침형, 난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겹톱니가 있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맥 위에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굽은 가시가 있고

털은 있거나 없고, 잎자루는 길이 2~5cm로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다.

열매 ▶ 취과(집합과)로 둥글며 5~6(7)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산방꽃차례에 1개 또는 여러 개의

흰꽃이 피며, 꽃의 지름은 2cm 정도이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이며 안쪽에

털이 있고 꽃잎은 5(간혹 6)개이고 타원형으로서 7~8mm이고, 암술은 여러 개로

수술보다 조금 짧으며 자방과 암술대에 털이 없다.

수피 ▶ 적갈색으로서 어릴 때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곧은 가시가 있다.

겨울눈 ▶ 붉은 색의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인편은 3~5개, 곁눈 양편에 덧눈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의 산지와 들. / 중국, 러시아, 일본.

Rubus crataegifolius Bunge028
1

어린나무 열매가 달리는 가지(과지)의 잎

가로덧눈→ ←

곁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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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잎자루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넓은 난형, 아원형으로 보통 3(간혹5)갈래로 얕게 또는 중간

정도 갈라지며 잎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다.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며 잔털과 더불어 잔가시가 있다. 

열매 ▶취과(집합과)로 6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꽃 ▶ 3~4월에 새가지나 묵은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흰꽃이 아래로 향해 달리며

꽃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꽃받침 조각은 꽃잎의 2/3 정도로 짧으며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수피 ▶황갈색, 황록색으로 가시가 거의 없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전남, 경남, 제주도. / 한국 특산식물.

비고 ▶거제딸기는 꽃받침 조각이 길지 않고 잎자루에 털과 잔가시가 있는 특징이

모종인 맥도딸기와 다르다. 그러나 이 두 종 모두를 일본에도 분포하는

R. ribisodeus(섬딸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Rubus longisepalus var. tozawai (Nakai) T.B.Lee0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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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며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

이거나 심장모양이며 길이 8~15cm로서 3출맥이 있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맥 위에 털이 있고, 뒷면은 부드러운 털이 아주 많고

중맥 위에 날카롭게 굽은 가시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5~20mm 정도이고

날카롭게 굽은 가시와 잔털이 있다.(잎의 모양은 변이의 폭이 크다.)

열매 ▶ 취과로 둥글거나 난형이며 지름 10~12mm로 5~6월에 붉은 주황색으로

익는다.

꽃 ▶ 4~5월에 묵은 가지 끝에서 백색의 꽃이 1~2개씩 달리며, 지름 2cm 내외이고

아래로 드리워진다. 꽃받침조각은 피침형으로 양면과 씨방에 희고 부드러운

털이 많으며, 꽃잎은 긴 도란형으로 꽃받침보다 길다.

수피 ▶ 암적색~적갈색으로 평활하며 가시가 있다.

겨울눈 ▶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적갈색의 인편에 싸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라도, 경상도, 충남 등의 남부지방. /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Rubus corchorifolius L.f.030
1

청수리딸기 (R. corchorifolius var. oliveri )

-.줄기에털이없고잎뒷면맥위에만털이

조금있는것을변종으로하여청수리딸기라

한다.

웃자란 가지 (도장지)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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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어긋나며 3~5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겹잎이고, 윗쪽의 잎이 훨씬 크며 잎

가장자리에 결각모양의 톱니와 겹톱니가 있다. 작은 잎은 길이 4~8(10)cm의

난형~넓은 난형으로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모양이거나 둥글며, 

표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뒷면에 흰털이 아주 많고, 맥 위에는 날카로운

가시와 샘털이 있고, 잎축과 잎자루에 날카로운 가시와 샘털이 있다. 

열매 ▶ 취과로 둥글고 지름은 1.5cm 정도이며 7~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 총상꽃차례로 모여 나며, 꽃자루에 샘털이 많고, 

꽃받침잎은 피침형이며 자갈색이고 길게 뾰족하며 샘털이 많다.

꽃잎은 타원형으로 연한 홍색이고 꽃받침보다 짧다.

수피 ▶ 적자색이며 날카로운 가시가 드문드문 있으며 붉은 샘털이 아주 많다. 

겨울눈 ▶ 긴 난형으로 긴 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길이 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비고 ▶ 흰꽃이 피는 것을 흰곰딸기(R. phoenicolasius f. albiflorus)라고 한다.

Rubus phoenicolasius Maxim.031
1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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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받침 3.잎

4.잎뒷면 5.가시 6.수피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겹잎, 중축과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작은 잎은 끝이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얕은 심장 모양이며, 잎 앞면에는 잔털이 있으며, 뒷면은 백색 면모로 덮여

있고 중맥 위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열매 ▶ 취과(집합과)로 둥글고 씨방과 더불어 털이 있고 7~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6~7월에 새가지 끝이나 묵은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산방꽃차례에

흰꽃들이 모여 아래로 달린다. 꽃받침은 길게 뾰족하고 붉은 가시와 샘털이

많으며, 꽃잎은 꽃받침보다 짧고, 자방과 암술대 밑부분에 잔털이 있다.

수피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늘 모양의 가시가 아주 많아 칙칙한 갈색~적갈색으로

보이나 표면은 회색이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길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강원도 산지의 비교적 높은 지대. /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

Rubus idaeus var. microphyllus Turcz.032
1

가지→→

잎자루←←

유사종 특징비교

7 8
7 8

꽃받침

줄 기

곰딸기 멍덕딸기

꽃차례 총상꽃차례 산방꽃차례

꽃받침 샘털이 많다. 가시와 샘털이 있다.

줄기 가시
가시는 약간 가시는 곧게
위로 굽는다 뻗는다.

잎뒷면 가시와 샘털이 있다. 가시가 있다.

분포지 전국의 산야.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지.

구분항목
식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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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열매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깃꼴겹잎으로 작은 잎은 3~7개이고 길이 3~7㎝로서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둥글고 겹톱니가

있으며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으나 점차 없어져 뒷면 맥 위에만 약간 남고,

잎축과 잎자루에 굽은 가시가 있다.

열매 ▶ 취과로 지름 7mm 정도의 달걀 모양으로, 7~8월에 적색에서 검게 익는다.

꽃 ▶ 5~6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연한 분홍색의 꽃이 지름 2~5cm 크기의 산방

또는 복산방꽃차례로 모여 달리며, 꽃받침잎은 길이 6㎜의 난상 피침형으로

털이 있고 꽃이 지면 뒤로 말린다. 꽃잎은 길이 5㎜로서 꽃받침보다 짧고

도란형으로서 분홍이며 자방에 털이 있으나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수피 ▶자주색~적색이고 흰가루로 덮여 있으며 굽은 가시가 있다.

겨울눈 ▶ 긴 난형으로 흰가루로 덮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3m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하나 남부지방에 흔히 자란다. / 중국.

Rubus coreanus Miq.033
1

청복분자딸기(R. coreanus f. concolor)

-.복분자딸기에비해잎뒷면에털이전혀

없는것으로복분자딸기의품종이다.  

가시복분자딸기(R. schizostylus )

-.원줄기가땅위를기며자라고열매가

달리는가지의작은잎길이가 1~2cm로

작은것이복분자딸기와다르며제주도, 

경남남해, 전남의도서지방에자란다.

곁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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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턱잎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3~5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은 난상 피침형

또는 난상 긴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 모양이거나

둥글며, 잎 양면에 털이 많고, 뒷면 중맥 위에 털과 가시가 있으며, 겹톱니가

있다. 잎자루에는 잔털과 샘털이 있고, 드물게 가시가 있다.

열매 ▶ 취과로 지름 10~20㎜ 크기의 둥근 열매로 5~6월에 붉게 익는다.

꽃 ▶ 4~5월에 묵은 가지에서 나온 짧은 가지 끝에 지름 3~4㎝의 흰꽃이 1개씩

달리며, 꽃받침잎은 긴 피침형으로서 끝이 꼬리처럼 뾰족해지고, 뒷면에

부드러우며 짧은 털과 샘털이 많고, 꽃잎은 5개로 꽃받침과 길이가 거의 같고

자방과 암술대에 털이 없으며, 꽃자루에 짧고 부드러운 털과 샘털이 많다.

수피 ▶평활하며 짧고 부드러운 털과 샘털이 있으며 드문드문 가시가 있다.

겨울눈 ▶ 긴 난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0~60c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남, 경남, 제주도. / 중국, 일본.

Rubus hirsutus Thunb.034
1

제주장딸기 (R. hirsutus f. argyi )

-.줄기잎(경생엽)에 털이 없는 것.

노랑장딸기 (R. hirsutus var. xanthocarpus )

-.열매가 황색으로 익는 것.

샘털→

줄기→

턱잎←

잎자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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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잎차례가 홑잎(단엽)이다. 

2.상록 덩굴성 반관목이다. ………………………………………………………………………… 겨울딸기

2.낙엽 관목 또는 아관목이다.

3.꽃은 보통 1개씩 달린다. 

4.잎은 삼각상 난형이며 3~5갈래로 얕게 또는 중간 정도 갈라진다.

5.어린가지와 꽃차례,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있다.

(열매가 황색이다) …………………………………………………………………… 섬딸기

5.어린가지와 꽃차례, 잎자루에 샘털이 있다.………………………………………… 거문딸기

4.잎은 난형, 넓은 난형, 거의 원형이며 보통 3(간혹5)갈래로 얕게 또는

중간 정도 갈라진다.(열매가 황색이다) ………………………………………………… 맥도딸기/거제딸기

4.잎은 난상 피침형 또는 넓은 난형이며 밑 부분이 얕게 3개로

갈라지기도 한다.…………………………………………………………………………… 수리딸기

3.꽃은 산방꽃차례에 여러 개가 모여 달리며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보통 3~5개로 갈라진다.……………………………………… 산딸기

1.잎차례가 겹잎(복엽)이다.

2.반상록, 반관목이며, 꽃은 흰색이고 1개씩 달리며, 작은 잎은 3~5개이다.……………… 장딸기

2.낙엽 관목이다. 

3.작은 잎이 3개이다.

4.줄기는 곧추서 자란다.

5.꽃차례는 총상꽃차례이고 꽃은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위로 향하며,

꽃받침에 샘털(선모)이 많고 줄기의 가시는 대개 위로 약간 굽는다. ………… 곰딸기

5.꽃차례는 산방꽃차례이고 꽃은 벌어지고 아래로 향하며, 

꽃받침에 가시가 있고 줄기의 가시는 대개 곧게 뻗는다. ……………………… 멍덕딸기

4.줄기는 땅위를 기며 자란다.

꽃차례는 총상, 원추, 산방꽃차례이고 꽃은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위로 향하며, 줄기와 잎자루에 샘털이 없다. ……………………………………… 멍석딸기

3.작은 잎이 5~7개이다. 꽃은 산방꽃차례에 연한 분홍색꽃이 모여 달린다.

4.줄기는 곧추서고, 가지는 아래로 처진다. ……………………………………………… 복분자딸기

4.줄기는 옆으로 뻗는다. …………………………………………………………………… 가시복분자딸기

035

산딸기속 종 검색표

거제딸기

복분자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사슨딸기 산방꽃차례 총상꽃차례 원추꽃차례

멍덕딸기 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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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는 4~12cm로 도란형 또는 긴 도란형으로 끝은 길게 꼬리처럼

뾰족해지고 양면에 털이 있으나 거의 없어지고 잎자루는 길이 2~10mm이며

털이 많다.

열매 ▶ 이과로 지름 8~10mm의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월에 피며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2~5cm 크기의 겹산방꽃차례에 지름

8~12mm의 꽃이 모여 나고, 꽃차례와 작은 꽃자루에는 껍질눈이 흩어져

있고 털이 빽빽이 있다. 꽃받침에는 흰털이 많으며, 꽃잎은 둥글고, 수술은

20개, 암술대는 2~4 개로서 털이 없지만 꽃턱(화반)에는 털이 많다.

수피 ▶ 짙은 회갈색으로 평활하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길이 2~4mm이며, 인편은 3~4개며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5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이남의 산지. / 중국, 일본.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var. villosa036
1

1.꽃 2.꽃차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겹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식물이름 특 징

떡윤노리나무
잎이 두껍고 꽃차례가 윤노리나무보다 크며 열매의 지름이 12mm인 것.

P. villosa var. brunnea

털윤노리나무
어린가지와 꽃차례에 털이 많고 잎뒷면에 흰털이 빽빽이 있는 것.

P. villosa var. zollingeri

좀윤노리나무
원줄기는 밑에서 옆으로 자라며, 잎이 얇고 꽃자루와 가지가 가는 것.

P. villosa var. coreana

민윤노리나무
잎과 꽃차례에 털이 점차 없어지는 것.

P. villosa var. la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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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3~4cm의 작은 잎이 3~7(9)개로 이루어진 홀수깃꼴겹잎으로

넓은 타원형, 난형으로 끝이 둔하거나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뒷면은 약간 백색을 띠며 맥 위와 잎축에 잔털과 샘털이 있고, 잎축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턱잎은 화살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샘털(선모)이 있다.

열매 ▶ 길이 1~2cm의 난상 긴타원형으로 8~9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새가지 끝에 1~2(3)개의 홍색꽃이 피며

꽃자루에 잔털과 샘털이 많고, 꽃은 지름 4cm 내외로 넓은 난형이며 꽃받침은

꼬리처럼 길고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수피 ▶ 잔가지에는 가시가 없는 것이 있으나 줄기에는 침상의 가시가 많다. 

겨울눈 ▶ 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길이는 2~3mm 정도이고 인편에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3)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남(지리산), 강원 이북의 높은 산지. /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일본 등지.

Rosa acicularis Lindl.037
1

1.꽃 2.꽃받침과 자방 3.열매

4.잎차례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식물이름 특 징

인가목
작은 잎이 5~7(9)개고 열매는 붉게 익고 긴 타원형이다.

R. acicularis

흰인가목
작은 잎이 7~11(15)개로 많고 작은 잎은 길이가 1~2(3)cm로 작다.

R. koreana

둥근인가목
꽃자루에 샘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며 흑갈색으로 익는다.

R. pimpinellifolia  

생열귀나무
작은잎은 5~9개고 열매는 붉게 익고 둥글다.

R. davu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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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가 2~4cm인 작은 잎이 5~9개로 이루어진 홀수깃꼴겹잎이며, 

타원형이거나 타원상 도란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이며, 두껍고 표면은 주름이 많으며 광택이 있다.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고 잎 뒷면에는 맥이 튀어나오고 잔털이 많으며 선점이 있다.

열매 ▶ 지름 2~2.5cm인 편구형이며 8~9월에 붉게 익고 끝에 꽃받침이 붙어 있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7월에 새가지 끝에 지름 5~8(9)cm의 홍자색꽃이

피며, 꽃자루에 가시와 샘털이 있으며, 꽃받침 조각은 피침형이고 끝이 길게

꼬리처럼 뾰족해지며, 꽃잎은 넓은 도란형으로서 끝이 둥글거나 오목하다.

수피 ▶ 곧은 가시와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난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6개 내외의 인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 주로 서해와 동해의 해안가. / 중국, 러시아, 북아메리카, 일본 등지.

Rosa rugosa Thunb.038
1

1.꽃 2.꽃받침과 자방 3.열매

4.잎차례 5.유사종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식물이름 특 징

개해당화 줄기에 가시가 없거나 작고 짧으며, 잎이 얇으며 주름이 적고,

R. rugosa var. kamtschatica 꽃과 열매가 해당화보다 작은 것.

민해당화
가지에 가시가 거의 없고 작은 잎이 작으며 잎에 주름살이 적은것.

R. rugosa var. chamissoniana

만첩해당
꽃잎이 겹꽃인 것.

R. rugosa f. plena

노랑해당화
꽃이 황색이고 겹꽃인 것.

R. xanthina lindl

노랑해당화 흰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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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받침과 자방 3.열매

4.잎차례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가 2~3cm인 작은 잎이 5~9개로 이루어진 홀수깃꼴겹잎이며,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에 잔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턱잎은 빗살같은 톱니와

샘털이 있으며 밑부분이 잎자루와 붙어 있다. 

열매 ▶ 지름 8mm 정도로 둥글고 9~10월경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지름 2cm 정도의 흰색이나 연한

홍색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의 축과 작은 꽃자루에는 잔털과 샘털이 있고, 

꽃잎은 5개로 도란형이며 끝이 오목하고, 꽃받침잎은 5개며 피침형으로 뒤로

젖혀지며 끝이 뾰족하고 열매가 익으면 떨어진다. 수술은 많고 꽃밥은 노란색이며,

암술대는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 수술보다 짧다.

수피 ▶ 회갈색으로 오래되면 불규칙하게 갈라져 떨어진다.

겨울눈 ▶ 적색의 난형으로 인편에 털이 없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4)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타이완, 일본 등지.

Rosa multiflora Thunb.039
1

유사종 특징비교

작은 잎의
길이가 1~2cm고
꽃이 작은 것.

암술대에
털이 있고
꽃이 붉은색.

•국경찔레 R. jaluana •좀찔레 R. multiflora var. quelpaert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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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2.0~3.5cm로서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은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열매 ▶ 골돌로서 여러 개가 모여나고 길이 3~4mm, 털이 없으며 9월에 익는다.

꽃 ▶ 4~5월에 전년도의 가지에 여러 개의 흰꽃이 모여난 산형꽃차례로 윗부분의

곁눈은 모두 꽃으로 되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1.5cm 내외로서 털이 없다. 

꽃받침잎은 삼각형으로 5개로 갈라지며 끝이 뾰족하고 안쪽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꽃잎은 5개로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길이가 4~5mm이다. 자방은

4~5개이고 암술대는 수술보다 짧고, 수술은 꽃잎보다 짧다.

수피 ▶ 회색으로 평평하고 매끄럽다.

겨울눈 ▶ 둥글며, 적갈색의 인편에 싸여 있고 털이 없으며 2mm 정도의 크기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 / 중국.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0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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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겹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2~5cm의 타원형, 긴 타원형 또는 도피침형이며 끝은 둥글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 윗부분에 몇 개의 둔한 톱니가 있고, 양면

모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흰빛이 도는 녹백색이다. 꽃이 피는 가지의 잎은

톱니가 없는 것도 있다.

열매 ▶ 골돌로서 갈색털이 많고 9~10월에 익으며 끝에 암술대의 흔적이 남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 지름 7~9mm 정도의 많은 흰꽃들이 겹산방꽃차례에

모여 피며 작은 꽃자루와 꽃받침통에는 잔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벌어지고

꽃잎은 끝이 둥글거나 오목하며, 수술은 20개 정도이고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며

암술대 보다 길다.

수피 ▶줄기에 모서리가 있고 털이 없으며 활처럼 옆으로 휘어져 자란다.

겨울눈 ▶ 적갈색으로 둥글며 인편에 털이 없고 길이 1~2mm 정도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충주, 단양, 제천 지역 및 강원도 이북. / 중국.

Spiraea trichocarpa Nakai041
1

톱니가없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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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마름모꼴의 난형 또는 넓은 난형, 난상 원형으로 길이는 2.5~7cm,

끝은 둔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 양면에 털이 많고 뒷면은

녹회색, 잎맥은 뚜렷이 골이 지며, 잎자루는 길이 4~11mm로 털이 아주 많다.

열매 ▶ 골돌로서 긴털이 많고 9~10월에 익으며 끝에 암술대의 흔적이 남는다.

꽃 ▶ 4~5월에 새가지 끝에 나온 산형꽃차례에 지름 4~9mm의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끝이 둥글거나 오목하며, 꽃자루에 털이 많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각 5개, 수술은 20개 정도로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고 암술대 보다는 길다.

수피 ▶ 짙은 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많다.

겨울눈 ▶ 적갈색의 타원형, 긴 난형으로 인편에 털이 많고 크기는 2~5mm정도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산조팝나무(S. blumei )는 당조팝나무에 비해 전체적으로 털이 거의 없다.

아구장나무는 당조팝나무에 비해 잎자루가 2~4mm로 짧으며 털이 많고, 

꽃자루에는 털이 없으며, 열매는 배봉선에만 누운털이 약간 있다.   

Spiraea chinensis Maxim.0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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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3~4cm로 난형 또는 원형에 가까우며 윗부분은 얕은 결각이

있고 끝이 둥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 양면에 털이 없으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록색으로 잎맥이 돌출하며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5mm로서 털이 없다.

열매 ▶ 골돌로 끝에 암술대가 남아 있고 9~10월에 익는다.

꽃 ▶ 4~5월, 새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10~25cm 크기의 산형꽃차례에 지름 8mm 

정도의 흰꽃이 20개 내외로 달리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1cm 정도로서 털이

없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5개며, 꽃받침잎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길이 2mm 정도로 털이 없고, 꽃잎은 둥글거나 끝이 오목하며, 수술은 20개로

길이는 꽃잎보다 짧다.

수피 ▶ 암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있고, 가지에 털이 없다. 

겨울눈 ▶ 갈색의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Spiraea blumei G.Don0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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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어린나무수피

산형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넓은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길이 2~4.5cm로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고, 표면은 털이 없고 뒷면은 맥 위와 맥겨드랑이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4~7mm 정도며 털이 있다.

열매 ▶ 골돌로서 9~10월에 익으며 배봉선을 따라 털이 있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산방 또는 산형꽃차례에 지름 8~10mm 정도의

흰꽃들이 모여 달리고, 꽃잎은 5개로 길이 2.5~4mm로 넓은 난형 또는 거의

원형이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1cm 정도로 털이 없다. 꽃받침잎은 5개로

삼각상 난형이며 수술은 많고 꽃잎과 암술대 보다 길며, 암술은 4~5개이다.

수피 ▶회색~암회색으로 껍질눈(피목)이 있으며 어린 것은 세로로 갈라져 벗겨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타원형, 긴 난형으로 인편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중부이북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어린 가지, 잎자루, 잎표면 특히 맥 위와 꽃차례에 잔털이 있으며, 열매의

복면에 털이 많이 있는 것을 털인가목조팝나무(S. chamaedryfolia var. pilosa)

라고 한다.

Spiraea chamaedryfolia L.044
1

(털인가목조팝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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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타원형, 긴타원형 또는 난상 긴타원형으로 길이 3~8cm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톱니 또는 겹톱니가 있다.

뒷면은 회록색이며 잎자루는 길이 5~10mm이다.

열매 ▶ 골돌과로 4~5개로 갈라지며 9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겹산방꽃차례에 지름 3~5mm 정도 크기의 연한

분홍색~분홍색의 많은 꽃이 모여 달리며 꽃받침조각은 뒤로 젖혀지고 꽃잎은

둥글다. 수술은 꽃잎 보다 2배 정도 길다.

수피 ▶ 줄기는 자갈색이며 모서리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5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이북의 산지. / 중국.

Spiraea microgyna Nakai045
1

1.꽃 2.꽃차례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겹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식물이름
구분 꽃 크기 꽃의 색 열매(골돌) 잎의 털 유무 잎자루 길이

좀조팝나무 3~5mm 연한 분홍색 -
S. microgyna ~분홍색

5~10mm

참조팝나무 7~9mm 흰색,중앙부는 복봉선에만
S. fritschiana 연한 분홍색 털이 있다.

둥근잎조팝나무
3~6mm 흰색

(자방에) 털이 없거나 잎뒷면 맥

S. betulifolia 털이 없다. 위에만 털이 있다. 1~3mm
(잎 양끝이 둔하다.)

덤불조팝나무 6~8mm 흰색 잔털이 있다. 잎뒷면 맥위에만 있다 2~5mm
S. miyabei

양면에 털이
거의 없다.

복봉선

배봉선

암술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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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2.꽃 3.열매

4.잎차례 5.잎 6.잎뒷면

겹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고 타원형, 장타원형 또는 난상 장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쐐기 또는 넓은 쐐기 모양으로 길이 3~5cm 정도이며, 잎가장자리는 잔톱니와

겹톱니가 있고, 표면에는 털이 없으며 뒷면은 털이 거의 없거나 잔털이 드물게

있고 회녹색이며, 잎자루는 길이 5~10mm로서 털이 없다.

열매 ▶ 골돌로 지름 3mm이며 복봉선(腹縫線)에만 털이 나 있고 9~10월경에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 달리는 겹산방꽃차례에 지름 7~9mm의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꽃이 모여나며 중앙부는 보통 연한 분홍색이나 흰색도 있다. 꽃차례는

지름이 10㎝내외이며, 꽃받침잎은 뒤로 젖혀지며 꽃잎은 지름 3㎜로 둥글고,

수술은 꽃잎과 암술대 보다 길고 25~30개 정도며 암술은 4~5개이다.

수피 ▶ 갈색~회갈색으로 껍질눈이 있으며 가지는 자갈색으로 능각이 있고 털이 없다.

겨울눈 ▶ 갈색~자갈색의 난형으로 인편에 털이 있으며, 곁눈에 덧눈이 있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 자란다.

분포 ▶중부이북의 깊은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Spiraea fritschiana C.K.Schneid.046
1

유사종 특징비교

덤불조팝나무는참조팝나무에
비해 잎뒷면 맥위와 잎자루에
털이 많고, 꽃은 전체가
흰색이다.

참조팝나무는 잎뒷면과
잎자루에 털이 거의 없고,
꽃잎은 흰색이고 대개 중앙부가
연한 홍색이나 흰색도 있다.

참조팝나무 S. fritschiana 덤불조팝나무 S. miya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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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원추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

길이 4~8cm,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털은 있거나 없으며, 잎자루는 1~4mm로 털이 없다.

열매 ▶ 골돌이며 크기는 길이 3.5cm정도, 내봉선(內縫線)을 따라 털이 있으며 8~9월에

갈색으로 익고 표면이 매끄럽다. 

꽃 ▶ 7~8월에 줄기 끝에 지름 5~8cm의 원추꽃차례에 지름 6mm 정도 크기의

많은 분홍색꽃들이 빽빽이 모여나고, 꽃자루와 작은 꽃자루에 털이 많다. 

꽃받침통은 삼각형으로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5장으로 도란상 원형이고, 

수술은 많고 꽃잎 보다 배 이상 길다.

수피 ▶갈색~적갈색으로 능선이 있고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겨울눈 ▶ 어두운 갈색~갈색의 난형, 인편 5~8개로 털이 있고, 크기는 4mm 내외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지리산 이북의 습한 지역 산야. / 중국, 러시아, 일본.

Spiraea salicifolia  L.0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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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꽃차례가 산형 또는 산형상 산방꽃차례이다. 

2.잎가장자리 전체에 톱니가 있다. 

3.꽃은 묵은 가지에서 나오고 산형꽃차례이고, 잎의 톱니는 단일하다. ………………… 조팝나무

3.꽃은 새가지에서 나오고 산형상 산방꽃차례이고, 잎은 겹톱니가 있다. 

4.꽃자루, 가지, 잎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 맥겨드랑이에 털이있다. ……………… 인가목조팝나무

4.꽃차례, 가지, 잎자루, 잎뒷면, 열매의 복면에 털이 많다. …………………………… 털인가목조팝나무

2.잎의 밑부분에는 톱니가 없다.

3.톱니는 둥글고, 잎에 털이 없으며 뒷면에 맥이 돌출한다. ……………………………… 산조팝나무

3.톱니는 끝이 뾰족하고 잎뒷면에 털이 있다. 

4.열매에 털이 없고 잎뒷면에 털이 빽빽하게 있다.……………………………………… 아구장나무

4.열매에 털이 있다.

5.잎은 원형 또는 난원형이다. 

6.잎은 광택이 나며 두껍고,잎뒷면에 털이 빽빽하고 잎맥이 돌출한다. ……… 떡조팝나무

6.잎은 광택이 없고, 표면에 잔털이 있으며 뒷면에는 갈색털이 빽빽하다.…… 당조팝나무

1.꽃차례가 원추 또는 겹(복)산방꽃차례이다. 

2.꽃은 연한 분홍색~분홍색으로 원추꽃차례이다. ……………………………………………… 꼬리조팝나무

2.꽃은 흰색~연한 분홍색, 분홍색으로 겹산방꽃차례에 달린다. 

3.꽃은 지름이 7~9mm이고, 꽃잎은 보통 흰색이다.

4.잎은 타원형, 긴타원형 또는 난상 긴타원형이며, 전체에 털이 거의 없고,

중앙 이상에 톱니 또는 겹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가 5~10mm이다. ……… 참조팝나무

4.잎은 넓은 피침형이며 겹톱니가 있고, 잎 뒷면 맥위에만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2~5mm이다. …………………………………………………………… 덤불조팝나무

4.잎은 긴 타원형 또는 도피침형이고, 톱니가 없으나 맹아에 달린 것은

끝에 몇 개의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2~6mm이고, 꽃은 흰색이며, 

수형이 반구형이다. ………………………………………………………………………… 갈기조팝나무

3.꽃은 지름이 3~5mm이고 꽃잎은 분홍색~연한 분홍색이고,

잎은 타원형, 긴타원형 또는 난상 긴타원형이며, 톱니 또는 겹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가 5~10mm이다. …………………………………………………………… 좀조팝나무

2

048

1

조팝나무속 종 검색표

3

5

6

7

4

조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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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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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꽃받침

4.잎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3출엽으로 2~5㎝의 타원상 넓은 난형 또는 도란형이고 끝은

둥글거나 약간 오목하며 잎맥의 연장인 짧은 바늘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뒷면은

누운털이 조금 있다.

열매 ▶ 협과(莢果)는 길이 7~8㎜ 정도의 납작한 넓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끝이

꼬리처럼 길고 누운털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꽃은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4~8cm 정도의 총상꽃차례에 짙은

자색, 홍자색의 꽃이 모여 핀다. 작은 꽃자루는 길이 1~3mm로서 털이 있다. 

꽃받침통은 털이 있고 얕게 4개로 갈라지고 위의 것이 다시 2개로 갈라지며

조각은 삼각 모양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수술은 10개고, 암술대는

밑부분과 자방에 털이 있다.

수피 ▶회색~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있으며 조록싸리처럼 갈라지지 않고 줄기

윗부분은 월동중 반 이상은 말라 죽는다. 

겨울눈 ▶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인편에 흰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m 내외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러시아, 일본.

Lespedeza bicolor Turcz.049
1

윗면 아랫면

1cm

5cm

참싸리

조록싸리

싸리

꽃차례 길이의 비교
열매 씨앗

0

1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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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꽃받침

4.잎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2~5cm의 3출엽으로 원형,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고 잎끝은

오목하거나 둥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이며, 표면의 털은 점차

없어지며 뒷면은 회록색으로서 누운털이 있고, 잎끝에는 잎맥의 연장인 바늘

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작은 잎자루는 짧으며 털이 있고, 잎자루는 털이

있거나 없다.

열매 ▶ 협과(莢果)는 길이 8mm이며 난형이고 털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7~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1~2cm의 총상꽃차례에 홍자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가 짧아서 머리모양같이 보이고 꽃차례축에는 털이 많다.

작은 꽃자루는 길이 1~4mm이고, 꽃받침은 털이 있으며 4갈래로 중간 정도

갈라지고, 위쪽이 다시 얕게 2개로 갈라져 5개로 되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수술은 10개고, 암술대는 밑부분과 자방에 털이 있다. 

수피 ▶회색, 갈색으로 껍질눈이 있고, 갈라지지 않고, 오래된 가지는 밑으로 처진다.

겨울눈 ▶ 둥글며 인편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m 내외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Lespedeza cyrtobotrya Miq.050
1

아랫면 옆면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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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꽃받침

4.잎 5.겨울눈 6.수피

겹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3~6cm의 3출엽으로 난상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둥글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누운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3cm 정도로서 털이 있다.

열매 ▶ 협과(莢果)로 넓은 피침형이고 길이 10~15mm로 끝이 뾰족하며 누운 털이

있고 9~10월에 익는다. 

꽃 ▶ 6~7월,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3~12cm의 겹총상꽃차례에 홍자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축에는 털이 많으며, 작은 꽃자루는 1~2mm로 털이 있다.

꽃받침은 누운 털이 있으며 4갈래로 중간 정도 갈라지고, 위쪽이 다시 2개로

갈라져 5개로 되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수술은 10개이고, 암술대는

밑부분과 자방에 털이 있다.

수피 ▶ 회색, 갈색으로 껍질눈이 있고, 오래 되면 세로로 갈라져 벗겨진다.

겨울눈 ▶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은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051
1

유사종 특징비교

털조록싸리는
조록싸리와 풀싸리의 잡종으로
꽃차례에 곧게 선 털이
많고, 잎의 양끝이 좁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나무껍질의 갈라짐도 조록싸리
보다 크지 않다.

조록싸리 L. maximowiczii 털조록싸리 L. maximowiczii var. tomen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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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꽃받침

4.잎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가죽질로 길이 5~8cm로 3출엽이며 작은잎은 길이 1.5~3cm이고

긴 타원형이거나 난형이고, 끝은 둔하거나 약간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쐐기 모양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뒷면은 회녹색으로 누운털이 많으며

잎자루는 3~20mm이고 털이있다.

열매 ▶ 협과로 납작한 타원형이고 길이 7~10mm로 9~10(11)월에 익으며 표면에는

털과 자주색 맥이 있다.

꽃 ▶ 8~9(10)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홍자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와 꽃자루에 털이 많고, 꽃받침은 깊게 중앙 이하까지 4개로 갈라지며

위쪽의 것이 다시 2개로 갈라져 5개가 되며 전체에 긴 털이 많다.

수피 ▶ 황갈색으로 짧은 퍼진털이 있고 능각이 있다. 

겨울눈 ▶ 난형으로 끝은 둔하고 인편에 흰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m 내외로 자라며 가지는 아래로 처진다.

분포 ▶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의 해안 지방. / 한국특산식물

비고 ▶ 싸리속 중에서 가장 늦게 꽃이 핀다.

Lespedeza maritima Nakai052
1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66

2

3

6

8

5 4 1.꽃 2.꽃차례 3.꽃받침 4.잎

5.부채싸리잎 6.수피 8.열매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작은잎은 길이 2~6(7)cm 정도의 3출엽으로 타원형, 긴 타원형이다.

끝은 둥글거나 약간 뾰족하며 바늘 모양의 돌기가 있고, 밑부분은 쐐기모양

으로 양면에 짧은 누운 털이 있다.

열매 ▶ 협과로 납작한 타원형이고 길이 7~8mm로 털이 있으며 10월에 익는다.

꽃 ▶ 8~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 또는 가지 끝에서는 원추꽃차례에

홍자색 꽃들이 모여 피며, 1개의 잎겨드랑이에서 길고 짧은 1~3개의 꽃차례가

나온다.(   -1~3) 꽃은 길이 10~14mm로 크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15~25mm고,

꽃받침은 깊게 4개로 갈라지며 누운 털이 있으며 위쪽의 1개가 다시 얕게

2개로 갈라져서 5개로 되며 밑의 것이 가장 길다. 

수피 ▶가지에 능선과 더불어 누운 털이 있으며 겨울동안 지상부는 대부분 말라

죽는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라며 가지는 아래로 처진다.

분포 ▶ 전국의 산지.

비고 ▶ 잎의 끝이 현저하게 오목한 것을 부채싸리 L. thunbergii var. retusa 라

하며 흰꽃이 피는 것을 흰풀싸리 L. thunbergii f. alba var. intermedia라
한다.

Lespedeza thunbergii subsp. formosa (Vogel) H.Ohashi053
1

5

7

윗면

부채싸리 잎

아랫면

5mm← →

7

7

7
-1 → ←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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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차례 3.열매

4.잎 5.턱잎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 3출엽

분 포 도

잎 ▶ 어긋나고 3출엽으로서 작은 잎은 길이 2(3)~5(6)cm로서 타원형, 긴 타원형

또는 도란상 긴 타원형이며 끝은 둔하거나 약간 오목하며,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는 짧은 갈색의 털이 많고 잎자루는 길이 15~37mm로 털이 있다.

열매 ▶ 협과로 길이 12~15mm 정도로 긴 타원형이거나 도란형이고 가장자리에 흰털이

많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8~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5~8cm정도의 총상꽃차례에 길이 10mm

정도의 홍자색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에 털이 많다. 꽃은 포겨드랑에서 1개씩

피며, 포는 대개 꽃이 피기 전에 떨어지지만 꽃이 피면 떨어지기도 하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10~20mm로 양쪽 끝에 관절이 있다. 꽃받침통은 샘털과

잔털이 많으며 꽃받침조각은 통부보다 짧고 길이가 서로 비슷하며 4갈래로

갈라지며 끝이 뾰족하다.

수피 ▶회갈색, 갈색이며 평활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남의 창녕, 김해, 밀양, 성주 및 경북일원의 산지. / 중국, 몽골, 타이완.

Campylotropis macrocarpa (Bunge) Rehder0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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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기의 수피는 세로로 갈라진다. 

2.꽃차례는 잎차례보다 길다. 

3.꽃은 6~7월에 핀다.

4.잎 양면에 털이 많고 양끝이 좁아진다. ………………………………………………… 털조록싸리

4.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 털이 있으며 끝은 좁아져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이다.

5.꽃받침은 4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조각은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다.

기판은 자적색, 익판은 홍자색, 용골판은 연한 홍색이다.………………………… 조록싸리

5.꽃받침은 4갈래로 중간 정도 갈라지며 조각은 길이가 비슷하고 끝은

둔하거나 약간 뾰족하다.

기판은 백색, 익판은 자주색, 용골판은 홍색이다. ………………………………… 삼색싸리

3.꽃은 (7)8~9(10)월에 핀다.

4.작은 잎의 폭이 아주 좁다. ………………………………………………………………… 늦싸리

(조록싸리와 풀싸리의 잡종이다.) 

1.줄기의 수피는 세로로 갈라지지 않는다. 

2.꽃차례는 잎차례보다 길다. 

3.꽃은 (7)8~9(10)월에 핀다.

4.잎 표면에는 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에 누운 털이 있으며

끝은 둔하거나 오목하며 끝에 침상의 돌기가 있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다.

5.꽃받침이 5갈래로 갈라진다.(윗쪽의 것이 2개로 갈라져 모두 5개)

6.겨울이면 지상부는 말라 죽는다. 

7.꽃받침은 중앙 이하까지 깊게 갈라진다

8.꽃받침에 누운 털이 있다. ………………………………………………… 풀싸리

8.꽃받침은 긴 털로 덮혀 있다. ……………………………………………… 잡싸리

6.겨울에도 지상부는 살아 있다(1/2정도는 말라 죽는다). 

7.꽃받침은 얕게 갈라진다.

8.꽃받침 조각은 삼각상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9.잎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는 누운 털이 있다.………………… 싸리

9.잎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는 털이 많고 회백색이다.………… 털싸리

8. 꽃받침 조각은 끝이 둥글다. ……………………………………………… 검나무싸리

7.꽃받침은 중간 정도 갈라지고 꽃차례에 퍼진 털이 빽빽이 있으며

꽃은 흑자색이다. ……………………………………………………………… 진도싸리

7.꽃받침은 중간 이하까지 깊게 갈라지고

좌우꽃잎(익판)이 위꽃잎(기판)과 아래꽃잎(용골판) 보다 짧다. ………… 지리산싸리

5.꽃받침이 4갈래로 갈라지고 겨울에도 지상부는 살아 있다.……………………… 속리싸리

4.잎 표면에 광택이 있고 가죽질로서 양끝이 좁아지며 뒷면에 누운 털이

빽빽이 있다. (조록싸리와 참싸리의 잡종이다.) ……………………………………… 해변싸리

2.꽃차례는 잎보다 짧거나 조금 길고 꽃받침은 깊게 갈라진다. 

10.꽃차례가 잎보다 짧아 머리모양꽃차례로 보인다. ……………… 참싸리

11.윗꽃잎과 좌우꽃잎이 백색이고 아랫꽃잎은

약간 홍색이다.…………………………………………………… 흰참싸리

11.꽃잎이 모두 순백색이다. ………………………………………… 선녀싸리

11.잎이 모두 타원형이다. …………………………………………… 긴잎참싸리

10.꽃차례는 길이 3~7cm로 잎보다 길고

잎의 표면에 털이 있다. …………………………………………… 고양싸리

10.꽃차례는 잎과 길이가 같거나 약간 길고, 

잎의 표면에 털이 적다. …………………………………………… 꽃참싸리

055

싸리속 종 검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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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차례 5.잎뒷면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고 길이 5~8cm 정도의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거나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이며, 표면은 털이 거의 없고, 뒷면은 연녹색으로 맥위에 털이

많고, 잎자루는 길이 1~2mm이며 털이 많다.

열매 ▶ 삭과로 움푹 들어간 편구형이고 6갈래 이상으로 갈라지며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이며 7~8월 잎겨드랑이에서 황록색의 수꽃과 암꽃이 모여 피며,

수꽃은 꽃잎이 6개로 길이 2mm 정도의 좁은 도란형이며, 꽃자루는 길이

7~9mm 정도로 길고, 암꽃은 꽃잎이 6개로 길이 1mm 정도의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꽃자루의 길이가 1mm 이하로 아주 짧고, 암술머리는 6개 이상이며

자방에 흰털이 빽빽이 있다.

수피 ▶ 회색, 회갈색으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3(5)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남 진도군 민가 주변 산지의 숲 가장자리나 들.

비고 ▶ 멸종위기종(CR), 한국특산식물(1994년 3월 식물분류 학회지에 게재됨).

Glochidion chodoense J.S.Lee & H.T.Im056
1

수꽃

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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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2

3

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잎뒷면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2~6cm의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끝은 둔하거나 약간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흰빛이 돌며, 잎자루는 길이 3~7mm이다,

열매 ▶ 삭과는 편구형이며 지름 4mm 정도로 9~10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6~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연한 황록색의 꽃들이 모여 피며,

꽃받침잎과 수술은 각 5개씩이다. 수꽃은 지름 3mm로서 많은 꽃이 빽빽이

모여 나거나 몇 개의 엉성한 모양으로 모여나기도 하며 꽃자루는 길이 2~3mm로

암꽃 보다 짧다. 암꽃은 (1)2~5(8개)씩 달리고 꽃자루는 길이 5~10mm로

자방은 3실이고 3갈래의 암술머리와 1개의 암술대가 있다.

수피 ▶회갈색~짙은 회색으로 오래되면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삼각 모양의 넓은 난형으로 줄기와 나란히 붙는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이지만 드물게 작은키나무(소교목)로도 자라며 높이

2~3(10)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동아시아.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057
1

어긋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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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홀수1회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은 13~21개이고 피침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이며 끝이 좁아지면서 약간 오목하게 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길이는

1.5~5cm로서 가장자리에 얕은 잔톱니가 있고 잎축에 좁은 날개와

잔가시가 있다. 특유의 강한 향기가 있다.

열매 ▶ 삭과로서 길이 약 4mm이며 갈색에서 홍색으로 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7~8월에 새가지의 끝에서 나온 길이 5~10cm의 산방꽃차례에

지름 3mm의 연한 황록색의 꽃들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5개이며, 꽃잎은

길이 2mm의 피침형이고 5개로 안으로 굽는다. 수술은 꽃잎과 길이가 같으나

곧추서기 때문에 꽃잎 밖으로 나오며 암술은 끝이 3(5)개로 갈라진다.

수피 ▶ 회갈색 또는 갈색으로 세로로 얕게 갈라지며, 어긋나게 달리는 가시가 있다.

겨울눈 ▶ 반원형으로 1mm 정도로 작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 가시가 없는 것을 민산초나무 Z. schinifolium var. inermis라 하며, 잎이 좁고

길이가 1cm미만인 것을 좀산초나무 Z. schinifolium f. microphyllum라

한다.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058
1

산방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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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홀수1회깃꼴겹잎으로 작은 잎은 9~19개이고 길이 1~3.5cm로서

난형, 긴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끝은 약간 오목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톱니의 밑부분과 잎면에 선점이있고

향기가 있다. 잎축에는 좁은 날개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잎축

밑부분에 길이 1cm 정도의 마주나는 2개의 가시가 있다.

열매 ▶ 삭과는 2개로 갈라지며 둥글고 선점이 있으며, 9~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4~5(6)월,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연한 황록색

꽃이 모여 피며, 꽃잎은 없다. 수꽃에는 4~8개의 수술이 있으며 꽃받침보다

길고, 암꽃은 암술이 2개 갈래며 자방은 떨어져 있고 밑부분에 자루가 있다.

수피 ▶ 회갈색, 짙은 회색으로 마주나는 2개의 가시와 껍질눈(피목)이 있다.

겨울눈 ▶ 반원형으로 2mm 내외로 인편이 없는 맨눈이다.

형태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3(5)m 정도 자란다.

분포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잎에 털이 많은 것을 털초피나무 Z. piperitum f. pubescens라 한다. 

왕초피나무 Z. coreanum 는 제주도에서 자라며 잎에 향기가 없고, 작은잎은

초피나무에 비해 2배 정도로 크다.

Zanthoxylum piperitum (L.) DC.059
1

유사종 특징비교

초피나무는
꽃에 꽃잎이 없고
가시는 2개가 마주나게 달린다.

산초나무는
꽃에 꽃잎이 있고
가시는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초피나무 Z. piperitum 산초나무 Z. schinifolium 

잎축

꽃받침(4~8개) 꽃잎(5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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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열매 3.잎

4.가시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어긋나며 길이 3~12cm 크기의 작은잎이 3~7개인 깃꼴겹잎으로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며 잎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위쪽의 작은 잎이

가장 크고 가장자리에 투명한 샘과 더불어 잔톱니가 있다. 잎자루 길이는

1~3cm이고, 잎축과 함께 날개가 있다.

열매 ▶ 삭과는 2개로 나누어지고 표면에 작은 돌기가 있으며 8~9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서 4~5월에 짧은 가지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1)3~5cm의

원추꽃차례에 연한 황록색 꽃이 모여 피며, 수꽃의 수술은 4~6개, 암꽃은 2개의

심피로 갈라지며 밑부분이 붙어 있다.

수피 ▶ 회색 또는 짙은 회색으로 껍질눈과 가시가 있다.

겨울눈 ▶ 반원형으로 2mm 내외로 인편이 없는 맨눈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4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남, 전남북 이남 및 강원도 삼척의 해안가 산지. / 중국, 인도, 타이완, 등지.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060
1

원추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잎자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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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시는 잎자루 끝의 양쪽에서 마주난다. 

2.상록성이며 잎축에 날개가 있다. ……………………………………………………………… 개산초

2.낙엽성이며 잎축에 날개가 없고, 꽃차례는 원추꽃차례이며 꽃에 꽃잎이 없다.   

3.작은잎은 9~19개고 작은잎의 크기는 1~2cm 정도로

잎자루와 잎축에 좁은 날개가 없다. 

4.잎에 털이 없다. …………………………………………………………………………… 초피나무

4.잎에 털이 많다. …………………………………………………………………………… 털초피나무

3.작은잎은 7~11개고 작은잎의 크기는 3~5cm 정도로

잎자루와 잎축에 좁은 날개가 있다. ……………………………………………………… 왕초피나무

1.가시는 잎자루 끝에 어긋나게(1개) 있거나 없다.

2.낙엽성이며 잎축에 날개가 없고, 꽃차례는 산방꽃차례이며 꽃에 꽃잎이 있다.   

3.줄기와 잔가지에 가시가 있다. 

4.잎의 길이가 1.5~5cm 정도이다. ……………………………………………………… 산초나무

4.잎의 길이가 1cm 미만이다. …………………………………………………………… 좀산초나무

3.줄기와 잔가지에 가시가 없다. …………………………………………………………… 민산초나무

2

2

3

061

1

1

초피나무속 종 검색표

3

4

4

산초나무 초피나무

(수꽃) 

암술은 퇴화 되어 없다.

(수꽃) 

겨울눈

수술

수술

꽃받침

꽃잎

잎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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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암꽃 2.수꽃 3.열매

4.잎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총상꽃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5~13cm 정도의 도란상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쐐기모양이다. 표면은 황록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역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자루는 짧다.

열매 ▶ 삭과는 (3)4개로 갈라지며 10~11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딴그루로 4~5월, 묵은 가지(2년지)의 잎겨드랑이에 황록색의 꽃이 모여

피며, 수꽃은 10여 개의 꽃이 모여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꽃받침조각, 꽃잎 및

수술은 각 4개씩 이다. 암꽃은 1(2)개의 꽃차례를 이루며 자방은 4개로 갈라지고

암술머리가 4갈래이다.

수피 ▶ 회색 또는 회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있다.

겨울눈 ▶ 길이 6mm 내외의 긴 타원형으로서 인편은 12~18개 정도이며 암갈색이고, 

가장자리는 폭 1mm 정도의 연한 갈색 띠가 있고 끝에 짧은 털이 있다. 

곁눈은 어긋난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5)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남, 전남북, 경기도 해안가의 산지. / 중국, 일본.

Orixa japonica Thunb.0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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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가죽질로서 길이 3~7cm 정도의 도란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거나 둔하며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 나며 광택이

있고 뒷면은 황록색이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5~12mm이다.

열매 ▶삭과는 둥글고 지름 8~9mm로서 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으로서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지름

7mm 정도의 연한 황록색 꽃 5~12송이가 모여 핀다. 꽃받침은 4개로서 얕게

갈라지며 꽃잎보다 작고 끝이 둥글다. 꽃잎은 4개로 난상이고 편평하게 피며

암술은 1개, 수술은 4개이다.

수피 ▶회흑색이며 평활하다.

겨울눈 ▶ 도란상 피침형으로 인편은 8개 내외로 황갈색이며 털이 없다.

형태 ▶ 늘푸른 활엽 떨기나무(관목)으로, 높이는 3(5)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남부지역의 해안가 인근 산지. / 일본.

Euonymus japonicus Thunb.063
1

줄사철나무
E. fortunei var.radicans 
줄기에서 기근을 내어
물체를 타고 자라는 덩굴성
떨기나무이다.
전라도, 안면도, 울릉도
제주도 등지에서 자생한다.

줄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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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3~5cm 정도의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서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록색으로 양면에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1~3mm로 짧다.

열매 ▶ 삭과로 보통 2개로 나누어지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전년도의 묵은 가지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황록색의 꽃들이 모여

달리고(보통 3개의 꽃이 달린다.), 지름 6~8(10)mm로 꽃받침잎과 꽃잎 및

수술은 각각 4개, 1~2실의 자방이 있고, 2실인 것은 밑부분만이 붙어 있다.

수피 ▶ 줄기와 가지에는 2~4줄의 뚜렷한 코르크질의 날개가 있다. 가지는 녹색이다.

겨울눈 ▶ 난형~긴 난형, 길이 3~5mm 정도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혹은 작은키나무로 높이가 1~4m 정도 된다.

분포 ▶ 전국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줄기와 가지의 코르크질 날개 유무, 잎의 털 유무로 털화살나무, 회잎나무,

당회잎나무로 구분하지만 모두 기본종인 화살나무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064
1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취산꽃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1.줄기와 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있다.

2.잎양면에 털이 없다. ------- 화살나무

(E. alatus) 

2.잎뒷면에 털이 있다. ------- 털화살나무

(E. alatus f. pilosus)

1.줄기와 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없다.

2.잎양면에 털이 없다. ------- 회잎나무

(E. alatus f. ciliatodentatus)

2.잎뒷면에 털이 있다. ------- 당회잎나무

(E. alatus f. apterus)

1

1

2

1 2

3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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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5~15cm 정도의 피침상 긴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7mm 정도로

좁은잎참빗살나무 보다 짧고, 잎의 표면은 이 보다 짙은 녹색을 띠며, 양면에

털이 없다.

열매 ▶삭과로 지름이 1cm정도이고 4갈래로 나누어지며 10월~11월에 연한 적자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새가지 중간 이하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3~6cm 정도의 취산꽃차례에 녹백색의 꽃이 모여 핀다. 꽃은 장주화와

단주화가 있으며, 꽃은 지름이 10mm 정도의 4수성(꽃잎, 꽃받침잎, 수술, 

자방이 각각 4개씩인 것)이며, 꽃자루의 길이는 2~2.5cm 정도이다.

수피 ▶회갈색이고 평활하나 오래되면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6mm정도 크기의 긴타원상의 난형으로 인편에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는 8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이남의 산지. / 러시아, 인도, 일본.

Euonymus hamiltonianus Wall.065
1

장주화 단주화



79

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5~10cm 정도의 타원상 난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8~25mm이다.

열매 ▶ 삭과로 붉은빛이 돌고 4개로 갈라지며 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새가지 중간 이하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취산꽃차례에 지름 1cm 정도의 긴 타원형인 황록색의 꽃이 모여 핀다. 꽃은

4수성(꽃잎, 꽃받침잎, 수술, 자방이 각각 4개씩인 것)으로 암술대는 1개,

꽃자루는 길이 1~2cm이다.

수피 ▶ 회갈색이고 평활하나 오래되면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 짙은 적갈색의 난형으로 끝은 둔하거나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간혹 작은키나무(소교목), 높이 3(5)m 정도.

분포 ▶ 제주도 및 전남 백양산 등지. 

비고 ▶ 좁은잎참빗살나무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Euonymus bungeana Maxim.066
1

장주화 단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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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고 난상 긴타원형,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길이 8~12cm, 가장자리에 둔한 잔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없으며 잎자루는 길이 4~10mm이다.

열매 ▶ 삭과는 둥글고 폭이 좁고 둔한 5개의 날개가 있으며 열매의 지름은 10~15 mm로

9~10월에 자주색으로 익는다. 열매 속에는 진홍색의 종자가 매달린다.

꽃 ▶ 5~6월,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연한 자색의 많은 꽃이

달리며, 꽃자루는 길이 5~7cm 정도며, 꽃받침잎, 꽃잎 및 수술은 각 5개이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평활하며 긴 세로줄의 껍질눈(피목)이 있다. 

겨울눈 ▶ 15~20mm 정도 크기의 피침형으로 적갈색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혹은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가 2~4(5)m 가량

된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0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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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톱니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난형, 난상 긴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길이는 3~8cm, 끝은 뾰족

하거나, 길게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으로, 양면에 털이

거의 없고, 톱니는 끝이 뾰족하고 안으로 굽고, 잎자루는 길이 1~6mm이다.

열매 ▶ 지름 1cm 정도의 삭과로 둥글며 날개가 없고 9~10월에 암적색으로 익으며

5개로 갈라지고 밑으로 처진다.

꽃 ▶ 5~6월에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로 긴 꽃자루에 여러 개

때로는 1개의 꽃이 달리며, 꽃은 지름 8~9mm로 가장자리가 연한 녹색이며

내부는 자갈색을 띠고 꽃받침잎, 꽃잎 및 수술이 각 5개이며 중앙부에 1개의

암술이 있다.

수피 ▶ 회색~회갈색으로 표면은 평활하고, 어린가지는 녹색~갈색을 띤다.

겨울눈 ▶ 6~15mm 정도 크기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광택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가 2~4(5)m이다.

분포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Euonymus oxyphyllus Miq.068
1

유사종 특징비교

회나무 참회나무 나래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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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잎은 마주나며 타원형, 도란형 또는 도란상 긴타원형이고, 끝은 길게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쐐기~넓은 쐐기 모양, 길이 5~12cm, 가장자리에 안으로

굽은 둔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없고 잎자루는 길이가 5~12mm이다.

열매 ▶ 삭과로 둥글며 9~10월에 붉게 익고 너비 10~18mm인 4개의 긴 날개가 있다. 

날개의 넓이를 합한 열매의 길이는 1cm, 지름은 20~25mm이고, 씨앗은

적갈색으로 적황색 종의에 싸여 있다. 

꽃 ▶ 5~6월에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지름 6mm 정도의

연한 녹색의 꽃이 모여 달리며, 꽃은 4수성(꽃잎, 꽃받침잎, 수술, 자방이

각각 4개씩인 것)이고, 꽃자루는 길이 3~10cm이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12mm 정도이다.

수피 ▶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며 평활하다.

겨울눈 ▶ 15~20mm 정도 크기의 피침형으로 적갈색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혹은 작은키나무(소교목)로 높이는 2~3(5)m이다.

분포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Euonymus macropterus Rupr069
1

<잎의 모양>

타원형 도란형 도란상 긴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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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긴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거나 길게 뾰족해지며,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길이 3~6cm이다. 표면은 털이 거의 없거나 잔털이

있고 뒷면에는 잔털이 흩어져 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매우

짧으며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지름 8mm 정도로서 4개의 모서리가 있으며 9~10월에 붉게 익으며

적색 종의로 싸여 있는 흑색 종자가 들어 있다

꽃 ▶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1~3개씩 달리며 꽃잎은 4개로

적갈색 꽃이 잎의 주맥에 붙은 듯이 핀다. 꽃자루는 길이 2cm 정도이다.

수피 ▶수피는 회녹색~회갈색, 잔가지에 적갈색의 사마귀 같은 돌기와 세로로 긴

껍질눈(피목)이 있다.

겨울눈 ▶ 길이 6mm 정도의 피침형으로 인편은 황록색이며 가장자리에 붉은 띠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는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Euonymus pauciflorus Maxim.0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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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록성이다. 

3.꽃잎은 4개(4수성)이다.

4.잎에 작고 둔한 톱니가 있다.

5.줄기는 곧추서고, 가지의 단면이 둥글다. ………………………………………… 사철나무

5.줄기는 덩굴성이다. …………………………………………………………………… 줄사철나무

4.잎에 톱니가 없거나 얕은 톱니가 있다.

5.줄기는 곧추서고 가지의 단면은 네모진다. ……………………………………… 섬회나무

1.낙엽성이다.

2.겨울눈은 길이가 6~25mm로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3.꽃잎이 5개(5수성)로 황록색 또는 연한 자주색이다.

4.열매에 짧은 미약한 날개가 있다. …………………………………………………… 회나무

4.열매에 날개가 없다. …………………………………………………………………… 참회나무

3.꽃잎이 4개(4수성)로 황록색이다.

4.열매에 넓은 날개가 있다. ……………………………………………………………… 나래회나무

2.겨울눈은 길이가 3~7mm로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다.

3.꽃잎이 4개(4수성)이다.

4.열매에 날개가 없다.

5.꽃은 황록색~녹백색이다.

6.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있다. ……………………………………………… 화살나무

6.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없다.  

7.잎은 밑부분이 늘어나 잎자루로 흐른다. 

8.피침상 긴타원형으로, 잎자루는 길이가 7mm이다. ………………… 참빗살나무

8.타원상 피침형 또는 타원상 난형으로

잎자루는 길이가 8~25mm이다. ……………………………………… 좀참빗살나무

7.잎은 잎몸과 잎자루의 경계가 분명하고 긴타원형 또는 피침상

타원형으로 잎자루는 길이가 5~10mm이다. …………………………… 좁은잎참빗살나무

7.잎은 넓은 타원형 또는 원형이다. ………………………………………… 둥근잎참빗살나무

5.꽃잎은 적갈색이다. 

6.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없고 적갈색 사마귀같은 돌기가 있다. ……… 회목나무

4.열매에 넓은 날개가 있다.……………………………………………………………… 버들회나무

2

2

3

3

071

1

1

화살나무속 종 검색표

4

4

5

5

회나무 열매 참회나무 열매 나래회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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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가을 잎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4~8cm의 작은잎이 5~11개로 구성된 홀수1회깃꼴겹잎이며

잎자루를 포함한 길이가 25cm 내외이며 작은잎은 피침상 난형, 난형이며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둥글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잔톱니가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 흰털이 있다.

열매 ▶ 골돌로 길이 1cm 내외의 반원형이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길이 15~20cm의 원추꽃차례에

지름 5mm 정도의 황록색의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5개 씩이고 수술은 3개이며 꽃잎보다 길며 암술대는

얕게 3개로 갈라진다.

수피 ▶회색~회갈색이며 평활하고 오래된 나무는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 둥글거나 삼각모양, 넓은 난형으로 2개의 인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작은키나무(소교목) 또는 떨기나무(관목), 높이 6(8)m 정도 자란다.

분포 ▶ 제주도 및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백령도까지 분포. / 중국, 베트남, 일본.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0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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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수분 5.겨울눈 6.수피

원추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4.5~8cm정도의 3출엽으로 작은잎은 3개이고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다. 표면은 털이 없으나 뒷면

맥 위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침상의 잔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2~3cm이다.

열매 ▶ 삭과는 풍선처럼 부푼 반원형으로 윗부분이 2개로 갈라지고 길이 1.5~2.5cm로

끝이 뾰족하며 9~10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5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길이 5~8cm의 원추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피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8~12mm이다. 꽃받침은 긴 타원형이고 꽃잎은

도란상 긴 타원형이며 각 5개씩이고, 수술은 5개로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며,

암술은 윗부분에서 2개로 갈라지며 각 1개의 암술대가 있다.

수피 ▶회색~회갈색이며 평활하고 오래된 나무는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 둥글거나 난형이며 인편은 2개로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서 높이 3~5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Staphylea bumalda DC.073
1

끝눈 곁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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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어린가지 6.수피

수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1~3cm 정도의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끝은 둔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약간 심장모양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2~7mm로 털이 있다.

열매 ▶ 지름 3~5mm의 핵과로 둥글며 다음해 4~5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로 10~11월에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2~5cm의

수상꽃차례에 지름 3.5mm 정도의 황록색 또는 연한 연두색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에 갈색의 털이 빽빽이 있다. 작은 꽃자루는 거의 없고, 꽃잎과 꽃받침

잎 및 수술은 각각 5개씩이며, 꽃잎이 꽃받침보다 훨씬 짧고,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지며 암술대는 아주 짧다.

수피 ▶ 회갈색, 적갈색이며 평활하다.

겨울눈 ▶ 타원형이며 털이 있다.

형태 ▶ 반상록성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m 정도 자라며, 가지 끝이 밑으로

처지며 어린가지는 흔히 가시로 변한다

분포 ▶ 제주도 및 전남의 해안가 산지. / 중국, 인도, 필리핀, 일본 등지.

비고 ▶ 잎뒷면에 털이 빽빽이 있는 것을 털상동나무 S. theezans f. tomentosa라 한다.

Sageretia thea (Osbeck) M.C.Johnst.074
1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88

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3~8mm 정도의 타원형, 타원상 도란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끝이 짧은 꼬리처럼 되어 뾰족해지거나 둔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어릴 때는 뒷면 맥 위에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열매 ▶ 지름 6~7mm 정도의 핵과로 9~10월에 검게 익으며 도란상 원형으로서 작은

열매자루는 길이 7~20mm로 긴 것은 열매 길이의 2배 이상이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 잎겨드랑이에 연한 황록색의 꽃 여러 개가 모여 피며

꽃잎과 꽃받침 조각은 4개씩(4수數)이다. 수꽃의 암술과 암꽃의 수술이 거의

퇴화된다.

수피 ▶ 회갈색 또는 황갈색이며 껍질눈이 있다. 가지 끝은 대개 가시로 변하며, 잔가지에

털이 없다.

겨울눈 ▶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인편은 6개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 잎표면에 누운털이 많고 뒷면 맥 위와 잎자루에 털이 있는 것을 만주짝자래

나무 R. yoshinoi var. manshurica라 하였으나 짝자래나무에 통합 되어

이명으로 처리되었다.

Rhamnus yoshinoi Makino075
1

유사종 특징비교

•털갈매나무 R. koraiensis
: 열매자루가 6~7mm로
열매의 길이와 거의 같고,
잔가지, 잎자루,
잎뒷면에 잔털이
빽빽이 있다.

짝자래나무 R. yoshinoi 털갈매나무 R. koraiensis

암꽃 수꽃

(미성숙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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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수딴그루로 겨울눈에 인편이 있다.

2.잎차례는 마주나기지만 거의 마주나거나 가끔 어긋나는 것도 있다. 

3.잎의 길이가 5~10(13)cm 로 타원상 도란형 또는 긴타원형이며

양면에 털이 없거나 잎맥에 털이 있다.

4.열매는 원형으로 길이가 5~8mm 정도이다. 

5.어린 가지의 끝은 대개 겨울눈이 발달하나, 드물게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잎뒷면이 회록색이다. …………………………………………………… 갈매나무

5.어린 가지의 끝은 가시로 되며, 잎의 양면이 같은 색이다.………………………… 참갈매나무

4.열매는 도란형으로 길이가 10mm 정도이다. …………………………………………… 연밥갈매나무

3.잎의 길이가 3.5cm 이하로 타원상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다. …………………………… 돌갈매나무

2.잎차례가 어긋나거나 마주난다.

4.열매는 도란상 구형으로 길이가 5~8mm 정도이며 열매자루는

길이가 3~7mm이다. 

5.잎은 어긋나며 길이 2cm 이하로 잎뒷면에 털이 있고

잔가지의 털은 없어진다. ……………………………………………………………… 좀갈매나무

5.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길이 4~7cm로 잎양면과 잎자루 및

잔가지에 짧게 퍼진털이 빽빽이 있다. ……………………………………………… 털갈매나무

4.열매는 도란상 구형으로 길이가 5~8mm 정도이며 열매자루는

길이가 7~20mm이다. 

5.잎은 어긋나며 길이 3~8cm로 잎과 잎자루는 털이 있거나 없고

잔가지에 털이 없다. …………………………………………………………………… 짝자래나무

1.암수한그루(양성화)로 겨울눈에 인편이 없다. ……………………………………………………… 산황나무

076

갈매나무속 종 검색표

갈매나무

털갈매나무(미성숙 열매) 

열매자루는 열매 길이와 거의

같다

짝자래매나무

갈매나무

잎은 마주나거나 거의 마주나며

비교적 높은 산에 드물게 나타난다,

참갈매나무

짝자래나무

열매자루는 열매 길이보다

2배 이상길다.

잎자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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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2.5~6.0cm의 타원형 긴 타원형으로 잎의 질이 두껍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쐐기 모양, 양면에 털이 없고 잎 가장자리에는 뚜렷하지

않은 잔톱니가 있거나 거의 밋밋한 경우도 있고, 잎자루는 길이 2~6mm이다.

열매 ▶ 장과로 둥글고 지름 6mm 정도며 9~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 ▶ 6~7월에 묵은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꽃부리가 항아리

모양인 길이 5~7mm의 백색꽃이 아래로 향해 달리며 겉에 잔털이 없으며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에 털이 있으며 꽃밥은 끝이 2개로 갈라져서 길게

된다.

수피 ▶회갈색, 적자색을 띠며 오래 되면 갈라져 벗겨 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2~6m 정도 자란다.

분포 ▶ 제주도 및 전남북과 경남의 도서지방 산록 양지. / 중국, 일본 등.

Vaccinium bracteatum Thunb.077
1

전년도의 묵은 잎새로 나온 어린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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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톱니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기며 넓은 피침형 또는 달걀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 2~5cm로서

뒷면 맥위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 안으로 굽은 잔톱니가 있다. 

열매 ▶ 장과며 달걀모양으로 둥글고 8~9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 지난해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피며 2~3개 꽃이 모여 아래로 향해

달리고, 꽃부리는 종모양으로 길이 5~6(8)mm 정도며 연한 녹황색~붉은빛이

돌고, 5개의 능선이 있고 얕게 5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5개이고 수술대에

털이 있다.

수피 ▶ 자갈색~회갈색으로 평활하고 광택이 있으며 오래되면 얇은 조각으로 벗겨진다.

겨울눈 ▶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인편은 2개이며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m 내외 정도이다.

분포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지의 비교적 높은 곳.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0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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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가장자리 5.잎뒷면 6.수피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타원형, 긴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잎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고 길이는 3~8cm 정도,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억센 털이 있다.

어린 잎은 붉은빛이 돌며 잎 표면과 맥 위와 뒷면 맥위에 억센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2.5cm로 짧은 털과 샘털이 있다. 가을에 잎이 붉게 변한다.

열매 ▶ 장과로 둥글고 지름 4~6(8)mm 정도로 9~10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에 피고 새가지 끝에 총상꽃차례로 달려 처지며 샘털과 잔털이 있고

꽃자루는 길이 1~3mm이다. 꽃받침잎은 삼각형, 꽃부리는 종 모양으로

붉은 빛이 도는 연한 황갈색이고 털이 없으며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에 털이 있으며 자방은 10실이다. 

수피 ▶적갈색~회갈색으로 평활하고 광택이 있고 오래 되면 세로로 벗겨진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1~2mm이고 인편은 6~8개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3m 정도이다.

분포 ▶ 경남북, 전남북, 충북이남의 산지, 전라도에 비교적 흔하다. / 중국, 일본

Vaccinium oldhamii Miq.0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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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록성이다. 

2.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뚜렷하지 않다.

3.총상꽃차례는 잎겨드랑이에서 나오고 많은 꽃이 달린다. ………………………………… 모새나무

3.총상꽃차례는 가지 끝에서 나오고 2~3개의 꽃이 달린다. ……………………………… 월귤

1.낙엽성이다.

2.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3.톱니의 끝이 털 모양이고, 열매는 검게 익는다. …………………………………………… 정금나무

3.톱니는 안으로 굽고, 열매는 붉게 익는다.…………………………………………………… 산앵도나무

2.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열매는 붉게 익는다.……………………………………………… 들쭉나무

080

산앵도나무속 종 검색표

모새나무 정금나무 산앵도나무

2

3

1

4

↙↙
새로 나온 어린 잎

전년도의 묵은잎

모새나무

2 3 4

1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94

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어긋나며 길이 4~7cm로서 긴 타원상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이고 끝은 뾰족

하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표면에 비늘털이 약간 있고 뒷면은 비늘

털이 아주 많으며 잎자루는 길이 6~10mm로 비늘털이 조금 있다.

열매 ▶ 삭과로 길이 1~2cm정도의 원통형이고 9~10월에 익는다.

꽃 ▶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가지 끝의 곁눈에서 1~5개가 달리며 꽃부리는

벌어진 깔때기 모양이고 5개로 갈라져 있으며 지름 3.0~4.5cm로서 자홍색

또는 연한 홍색이고 겉에 잔털이 있다. 수술은 10개로서 수술대 밑부분에

털이 있고 암술대가 수술보다 길다.

수피 ▶ 회색으로 편평하고 매끄럽다.

겨울눈 ▶ 적갈색의 난상 피침형~긴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은 8개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3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0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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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기지만 가지 윗부분에서는 3~4개씩 모여 달리고 길이는 2~4cm로

타원형, 또는 도피침형이며 잎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톱니가

없으며 표면은 녹색이고 백색점이 있으며 뒷면은 처음에 흰빛이 돌지만 갈색

비늘털이 많고 잎자루는 길이 1~5(8)mm로서 짧은 털과 비늘털이 있다.

열매 ▶ 삭과로 긴 타원형이며 길이 5~8mm이며 9~10월에 익는다. 

꽃 ▶ 6~7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많은 흰꽃들이 모여 달리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6~8mm로 백색의 선점이 있으며, 꽃부리는 깔때기 모양으로

백색이며 수술은 10개로 암술대보다 길고 털이 없으며 암술대는 길이 3mm

정도로서 꽃잎보다 길거나 같고 잔털이 있으며 자방에 선점이 있다.

수피 ▶회색으로 평활하다. 잔가지는 잔털 또는 비늘털이 있다.

겨울눈 ▶ 갈색의 난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북, 충북, 강원도의 산지. / 중국.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082
1

총상꽃차례 어긋나기잎차례

(꽃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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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기지만 가지 끝에서는 모여나며 좁고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

길이 3~8cm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털이 많으며, 표면에는

털이 드문드문 있고 뒷면은 특히 맥 위에 갈색털이 아주 많으며 잎자루는

길이 1~5mm로서 갈색털이 아주 많다. 어린 순의 인편에는 끈끈한 점액이

있어 만지면 끈적거린다.

열매 ▶ 삭과로 난형이고 길이 8~10mm로 겉에는 긴털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4~5월에 잎과 함께 피며 가지 끝에 2~3송이가 모여 달리며 윗쪽의 꽃잎

안쪽에는 진홍색의 반점이 있다. 수술은 10개로 밑부분에 털이 있고 암술은

수술보다 길고 털이 없으며 꽃자루 및 꽃받침에 끈적끈적한 액이 있다.

수피 ▶회색~황갈색이며 평활하다.

겨울눈 ▶ 갈색의 털로 싸여 있고 난형, 난상 피침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산지.

비고 ▶ 재배종인 만첩산철쭉이 기본종이 되고 산철쭉은 그 품종으로 처리됨.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 Yamaz

083 
1

어긋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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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5개씩 모여나며 길이는 5~10cm정도로 도란형

또는 넓은 도란형이며 끝은 둥글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표면은 녹색이고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맥 위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 삭과는 긴 타원상 난원형이며 길이 1.5cm로 샘털이 있고 9~10월에 익는다.

꽃 ▶ 5월에 잎과 함께 피고 향기가 있으며, 3~7개씩 가지끝에 달리고, 꽃받침잎은

난형이며 길이 5mm로서 작은 꽃자루와 더불어 샘털이 있고 꽃부리는 연한

홍색이며, 윗부분의 꽃잎은 적갈색 반점이 있고 깔때기모양이며 지름 5~8cm, 

수술은 10개로 길이가 다르고 긴 것은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며 수술대에

돌기가 있고, 암술대는 길며 밑부분에 돌기가 있고, 자방에 샘털이 있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평활하나 오래되면 작은 조각으로 갈라지며 떨어진다.

겨울눈 ▶ 타원형으로 황갈색의 털로 싸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2~5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084
1

어긋나기잎차례

흰철쭉 R. schlippenbachii f. albifl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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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분 포 도

잎 ▶ 어긋나지만 가지끝에서는 모여나며 타원형, 도란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고

끝은 뾰족하거나 둔하며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 길이 5~30mm,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표면에 누운털이 있으며 뒷면은 누운털과 부드러운 털이 아주

많다. 잎자루는 길이 1~2mm, 잎은 가을에 황적색으로 변한다.

열매 ▶ 삭과로 난형이고 길이 5mm, 표면에 황갈색의 털이 많고 9~10월에 익는다.

꽃 ▶ 6~7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2~6개의 흰꽃이 모여 피며 지름 7~8mm의 깔대기

모양이고, 꽃자루는 길이 3cm로 흰털이 있다. 꽃받침은 4개로 갈라지고 침모양의

흰털이 있으며, 꽃잎은 4~5개로 갈라지고 통부보다 짧으며 통부는 안쪽에 털이

있다. 수술대는 중앙이하에 털이 있으며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수피 ▶ 회색으로 평활하다. 잔가지는 잔털 또는 인편이 있다.

겨울눈 ▶ 갈색의 난형으로 인편에 갈색의 긴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m 정도 자라며 멸종 위기종이다.

분포 ▶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의 높은 지대. / 일본.

비고 ▶ 희귀 보호식물로 위기종(EN국가단위).

Rhododendron tschonoskii Maxim.085
1

어긋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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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록성이다. 

2.꽃은 산방꽃차례에 달리고, 잎에 인편이 발달하지 않으며, 길이 8~20cm이고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윗부분에서는 3~4개씩 모여 달린다. ………………………………… 만병초

2.꽃은 총상꽃차례에 달리고, 잎에 인편이 발달하며, 길이는 2.0~3.5cm이고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윗부분에서는 3~4개씩 모여 달린다. ………………………………… 꼬리진달래

1.반상록성으로,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끝에서 4~5개가 모여나며,  

잎 양면에 누운 털과 부드러운 털이 함께 빽빽히 나며, 

가을에 황적색으로 변한다. ……………………………………………………………………………… 흰참꽃나무

1.낙엽성이다.

2.꽃은 잎보다 먼저 핀다.

3.잔가지와 잎 뒷면에 인편이 발달한다. ………………………………………………………… 진달래

3.잔가지와 잎에 털이 있다.………………………………………………………………………… 털진달래

2.꽃은 잎과 함께 피고, 꽃자루와 꽃받침에 끈적거리는 액이 나오며,

잎 양면에 흰털 또는 갈색 털이 아주 많다. ……………………………………………………… 산철쭉

3.꽃은 잎이 나온 다음에 피고,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끝에서 4~5개가 모여난다.…………… 철쭉

086

진달래속 종 검색표

꼬리진달래 철쭉흰참꽃나무

잎차례 잎뒷면잎 모양

진달래

산철쭉

2

3

1

4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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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8~20cm 정도의 넓은 난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거나 편평하며,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없지만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고 희미한 선점이 퍼져 있으며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큰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3~10cm로서 털이 있다.

열매 ▶ 지름 6~8mm 정도의 핵과로 둥글며 10~11월에 짙은 벽자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7)8~9월에 새가지 끝이나 위쪽의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에는 털이 있거나 없다. 꽃받침은

녹색에서 점차 홍색으로 변하며 5개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 조각은 난형 또는

삼각 모양이다. 꽃부리(화관)는 5개로 갈라지며 조각은 긴 타원형이고 4개의

수술이 길게 꽃부리 밖으로 나온다.

수피 ▶ 회백색이며 껍질눈(피목)이 많다. 

겨울눈 ▶ 인편이 없는 맨눈으로서 적갈색의 털이 많으며, 끝눈은 1~3mm 크기로 곁눈

보다 크며 원뿔모양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필리핀, 일본 등지.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087
1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거문누리장나무 C. trichotomum var. esculentum

잎 밑부분이 심장 모양이며, 

꽃차례가 짧고 꽃받침 조각이 좁고 긴 것.

•털누리장나무 C. trichotomum var. ferrugineum

잎뒷면에 갈색털이 빽빽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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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원추꽃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2~5cm 정도의 난형, 도란형 또는 넓은 타원형이고 끝은

둔하거나 약간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다. 양면에 미세한 털이 많고

뒷면은 회백색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가죽질이다. 잎자루는 길이 5~7mm

이다.

열매 ▶ 지름이 5~7mm 핵과로 둥글며 9~10월에 진한 갈색으로 익는다.

꽃 ▶ 7~9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길이 4~7cm 정도의 원추꽃차례에 보라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축에는 털이 많다. 꽃받침은 술잔모양이고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지며 표면에 털과 샘털이 있다. 꽃부리는 5개로 갈라지며 아랫쪽 꽃잎이

가장 크며 넓다. 꽃부리(화관)통부는 털이 많고, 수술은 2개가 특히 길고 암술과

수술은 통부 밖으로 나오며 자방은 둥글며 털이 없다.

수피 ▶ 회갈색으로 작은 껍질눈이 있으며, 줄기는 비스듬히 옆으로 뻗으며 자란다. 

어린가지는 짧은털이 많고 네모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 이남의 해변 모래땅. / 중국, 타이완, 일본.

Vitex rotundifolia L.f.0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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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6~12cm 정도의 도란형,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끝은 꼬리
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다. 양면에 털이 거의 없고 뒷면에
누른빛이 도는 선점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열매 ▶ 둥글며 지름 4~5mm 정도의 핵과로 9~10월에 자주색으로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6~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지름 1.5~3cm정도의

취산꽃차례에 자주색의 꽃들이 모여 핀다. 꽃차례에 별모양의 털은 점차
없어지고 꽃부리통부의 길이는 2~3mm로서 4개로 갈라지고 겉에 잔털과
선점이 있으며 4개의 수술은 통부 밖으로 나오며, 암술은 1개로서 수술보다
길며 간혹 수술보다 짧은 단주화도 있다.

수피 ▶ 회갈색으로 껍질눈이 있으며 평활하다.
겨울눈 ▶ 좁고 긴타원형의 회갈색이며 인편이 없는 맨눈으로 별모양의 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 중국, 타이완, 일본.
비고 ▶ •민작살나무C. japonica var. glabra : 식물체 전체에 털이 없는 것. 

•송금나무 C. japonica var. taquetii : 잎의 길이가 3cm 정도로 작은 것.
•왕작살나무C. japonica var. luxurians : 꽃차례가 보다 크고 잎의 길이가

10~20cm인 것.

Callicarpa japonica Thunb.089
1

유사종 특징비교

•좀작살나무 C. dichotoma
겨울눈은 둥글며 인편이 있고
꽃차례는 겨드랑이에서
5~10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오며 꽃이 보다 작고
잎가장자리의 톱니는 대부분
1/2정도 위쪽에만 있다.

새비나무 C. mollis 작살나무에 비해 식물체 전체에 별모양의 털이 많다.

새비나무는 주로 제주도 및 전남북에 분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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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체 전체에 별모양의 털이 빽빽이 있다. …………………………………………………………… 새비나무

1.잎 양면 맥 위와 잔가지에 별모양의 털이 있거나, 양면에 털이 없거나

잔털이 조금 있고, 뒷면에 선점이 있으며 꽃차례에는 별모양의 털이 조금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2.잔가지에는 둥글고, 겨울눈은 긴타원형이며 인편이 없다.

3.꽃차례는 대개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나 1~2mm 정도 떨어져 나오기도 한다.    

잎가장자리의 톱니는 대개 전체에 있으나, 1/2정도 위쪽에 있는 것도 있다. 

4.잎의 길이가 6~12cm, 너비는 2.5~4.5cm 정도이다. …………………………… 작살나무

4.잎의 길이가 10~20cm, 너비는 4~7cm 정도이다. ……………………………… 왕작살나무

4.잎의 길이가 3cm 정도이다. …………………………………………………………… 송금나무

3.전체에 털이 없다. ……………………………………………………………………………… 민작살나무

2.잔가지는 네모지고, 겨울눈은 둥글며 인편이 있다. 

3.꽃차례는 잎겨드랑이에서 5~10mm 정도 위쪽에서 나오며

잎가장자리의 톱니는 1/2정도 위쪽에 있다. ………………………………………………… 좀작살나무

090

작살나무속 종 검색표

2

3

1

암술대가 수술보다

짧은 단주화
암술대가 긴 장주화

새비나무의 잎

↗↗

↑
↑

↖

↑

작살나무의 잎 모양들

작살나무

잎겨드랑이 잎자루

꽃자루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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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잎차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는 2~6cm정도로서 타원상 난형 또는 난형이고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며 밑부분은 쐐기모양으로서 양면에 털이 있고,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불규칙한 몇 개의 둔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1~3mm정도이다.

열매 ▶ 길이 8~12mm 정도의 수과로 선형이며 긴 털이 흩어져 있고, 꽃받침이 남아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연한 황색 또는 미색의 꽃이

2개씩 핀다. 꽃자루는 없고 포와 작은포가 있으며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도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 꽃부리는 깔때기 모양이며 길이 2~3cm이고,

아래쪽 열편 안쪽에 황색 무늬와 긴 털이 있고 수술 4개이며 암술 1개이다.

수피 ▶ 회갈색으로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겨울눈 ▶ 난형 또는 긴 난형으로 끝은 약간 뾰족하고 인편은 8~12개로 흰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2(3)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남 양산시. / 중국, 일본.

비고 ▶ 국내에서는 경남 천성산의 극히 일부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CR국가단위)이다.

Abelia spathulata Siebold & Zucc.0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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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잎차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2~6cm 정도로 넓은 피침형, 또는 타원상 난형이며 끝은 뾰족

하며 밑부분은 좁은 쐐기모양이다. 양면에 털이 흩어져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는 길이 1~4㎜이다.

열매 ▶ 수과로 긴 타원형이며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산방꽃차례에 연한 홍색의

꽃들이 모여 핀다. 꽃받침은 5개(간혹3~4개)로 갈라지며 갈래 조각은

길이 3~4mm로 가장자리와 맥 위에 털이 있다. 꽃부리는 길이 3~5mm로서

겉에 털이 있고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4개이고 암술대에 털이 없으며 자방은

길이 2mm정도로서 털이 있다. 꽃향기가 좋다.

수피 ▶황갈색이며 여섯 줄의 홈이 있고 어린 가지에 털이 있다. 

겨울눈 ▶ 삼각형으로 곁눈은 잎자국 밑에 묻혀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충북 및 강원도의 석회암 지대의 산지. / 한국 특산식물, 희귀식물로 위기종

(EN 국가단위)이다.

비고 ▶ 댕강나무 A. mosanensis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Abelia tyaihyoni Nakai0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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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3~7cm 정도의 난상 피침형, 넓은 피침형이고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몇 개의 톱니가 있고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흩어져 있고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서 맥 위와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2~7mm로서 2개가 가지를 완전히 감싸고 털이 있다.

열매 ▶ 수과로 길이 10~15mm 정도의 긴 선상 타원형이며 9~10월에 익는다.
꽃 ▶ 암수한그루의 양성화로 5~6월에 가지 끝에서 흰색~연한 홍색의 꽃이 1~2개씩

피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2~3mm로서 털이 있다. 꽃받침통은 4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갈래 조각은 길이 5~9mm로 도피침형이다.  
꽃부리는 길이 10mm 내외의 원통형이고 짧은 털이 있으며 4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4개며, 암술대는 꽃부리통부와 비슷한 길이며 암술머리는 둥글다.

수피 ▶회갈색~회색으로 원줄기에 6줄의 홈이 있다. 
겨울눈 ▶ 겨울 동안은 잎자국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으며 봄이 되어야 볼 수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3m 정도 자란다.
분포 ▶ 경북, 충북, 경기도 및 강원도의 석회암 지대의 산지. / 중국, 러시아.
비고 ▶ 털댕강나무에 비해 꽃자루, 잔가지, 잎뒷면, 잎자루에 긴 털이 많은 것을

긴털댕강나무 A. densipila라 하여 2012년도에 신종으로 발표.
(영월군, 정선군 동강의 석회암 지대 주변)

Abelia biflora Turcz.093
1

곁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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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분 포 도

잎 ▶ 마주나고 길이 5~14cm 정도의 작은 잎이 2~3쌍으로 구성된 홀수1회깃꼴

겹잎이다. 작은 잎은 긴 타원형 또는 타원 모양의 난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며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 또는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열매 ▶ 길이 4mm 내외의 핵과로 둥글며 6~7월에 붉게 익는다.

꽃 ▶ 4~5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황록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 핀다.

꽃차례에는 작고 뾰족한 돌기가 빽빽이 있으며, 꽃부리 길이는 6mm 내외며

5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은 뒤로 젖혀지며 털이 없다. 수술은 5개로서

꽃부리 조각의 길이와 비슷하고 암술대는 3갈래로 갈라진다.

수피 ▶ 회갈색이며 어린나무는 껍질눈이 있고, 오래된 나무는 코르크질이 발달하며

세로로 깊게 갈라진다. 가지의 골속은 암갈색이다. 

겨울눈 ▶ 꽃눈은 둥글거나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잎눈은 좁은 피침형이며 인편에는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또는 작은키나무로 높이 2~6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094
1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원추꽃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청딱총나무 S. williamsii 딱총나무의 기본종으로 꽃차례에 돌기가 없는 것.

꽃차례가 반원형이며 작은 잎이 3~5개이고
가지의 골속이 갈색인 것.

잎 표면 맥 위에 털이 있고 뒷면은 전체에 털이 있으며,
톱니는 안으로 굽고 뾰족하다.

자방이나 열매에 털이 있는 것.

•넓은잎딱총나무 S. latipinna

•지렁쿠나무
S. sieboldiana var. miquelii

•털딱총나무
S. sieboldiana f. lasiocarpa 
var. miquelii 

꽃눈

잎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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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받침/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잎자루가 거의 없고 길이 3~7cm의 도란상 타원형~넓은 난형이며

끝은 급히 뾰족하거나 둥글고 밑부분은 쐐기모양 또는 둥글며, 양면에 털이

있고 뒷면 맥 위에 퍼진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열매 ▶ 길이 10~20mm의 삭과로서 잔털이 빽빽이 있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1~2개씩 황록색 피어 점차 적색으로 변한다.

꽃부리는 병을 거꾸로 세운 모양 또는 깔때기 모양으로 길이 3~4㎝이다. 

꽃자루에 털이 있으며, 꽃받침은 선형으로 털이 많고 밑부분까지 깊게 갈라

진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피목이 뚜렷하며 오래되면 조각 모양으로 갈라진다.

어린가지는 잔털이 있으며 연한 녹색이나 점차 회갈색, 갈색으로 된다. 

겨울눈 ▶ 4mm 내외의 난상 피침형이고 인편은 4~5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3m정도,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한국 특산식물.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0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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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난상 타원형으로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쐐기 모양이며

길이는 4~10cm로 표면 중맥에 잔털이 있고, 뒷면 중맥에는 흰털이 아주 많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거의 없거나 1~3mm 정도이다.

열매 ▶ 삭과로 길이 12~20mm로 털이 없으며, 9~10월에 익는다.

꽃 ▶ 5~6월에 붉은색의 꽃이 1개씩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꽃받침은 좁은 원통

모양으로 털이 있고 갈래 조각은 5개로 가운데 정도까지 갈라지며 길이는

6~13mm이며 피침형이다. 꽃부리(화관)는 잔털이 있고 중앙 이하가 갑자기

좁아진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피목이 뚜렷하며 어린 가지에 두 줄의 털이 있다.

겨울눈 ▶ 난상 피침형으로 인편은 4~5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2~3m 정도,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분포 ▶전국의 주로 높은 지대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Weigela florida (Bunge) A.DC.0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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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받침 3.열매

4.잎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넓은 타원형이고 끝은 뾰족하거나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길이 24~62mm로 표면은 털이 있어 거칠며 뒷면은 주로 맥 위에 딱딱한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2mm로 거의 없는

것 같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는 길이 15mm로서 2개로 갈라지고 9~10월에 익는다.

꽃 ▶ 5월에 붉은 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며 작은 꽃자루가 거의 없고 꽃받침

잎은 5개로서 길이 3.5~4.5mm이며, 꽃부리는 붉은색이고 길이 37~49mm로

입술모양이며 상순은 3개로 갈라지고, 하순은 2개로 갈라지며 자방은 길이

8~10mm로서 털이 약간 있으며, 수술은 5개이고 수술대는 서로 붙어 있는

부분에 거센 털이 있으며, 암술대는 1개로서 수술과 길이가 서로 비슷하다.

수피 ▶ 암회색이며 1년지는 마주나는 잎 사이에 녹색~붉은빛이 도는 세로선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가 1~3m 정도이다.

분포 ▶ 경남통영의 미륵산.

비고 ▶ 붉은병꽃나무와 구분이 어렵고, 이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Weigela toensis Nakai 097
1

2년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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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3.꽃받침

4.잎 5~6.잎뒷면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5~12cm, 너비 2~3cm로 달걀형이며 양면, 특히 뒷면에

부드러운 털이 많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거의 없거나

2mm 정도로 짧다

열매 ▶삭과로 길이 13~18mm로서 선형이고 털이 없으며 9월에 익는다.

꽃 ▶ 5월에 피고 1~3개의 붉은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달리거나 줄기 끝에 나며, 

꽃받침 조각은 길이가 서로 다르게 합쳐지고, 꽃받침통은 깔때기 모양으로

털이 있고 5갈래이고, 씨방은 털이 있을 때도 있으나 밑부분에는 털이 없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뚜렷하며, 어린 가지에 두 줄의 털이 있다.

겨울눈 ▶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m 정도로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분포 ▶ 경상도 산지 / 북부지방, 중국.

비고 ▶ 변종인 산소영도리나무(W. praecox var. pilosa)는 꽃받침통에 털이 없고, 

잎 뒷면에는 맥위에만 잔털이 있다.

Weigela praecox (Lemoine) L.H.Bailey098
1

소영도리나무

산소영도리나무

산소영도리나무 소영도리나무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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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5 4 1.꽃 2.꽃받침 3.잎 4.잎뒷면

5.일본병꽃나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식재)

잎 ▶ 마주나며 난상 타원형, 도란형 또는 난형이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굴거나 쐐기모양이며, 길이는 7~10cm로서 표면에는 맥 위에만

털이 있고 뒷면에는 전체에 백색털이 아주 많으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3)4~8(10)mm이다.

열매 ▶ 길이 15mm 내외의 원주형이다.

꽃 ▶ 5~6월에 연한 붉은색의 꽃이 작은 가지 잎겨드랑이나 끝에 2~3개씩 달리고

꽃받침은 5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갈래조각은 선상 피침형이고 길이 3~7mm

로서 퍼진 털이 있다. 꽃부리는 길이 3~3.5cm로서 겉에 털이 거의 없고

깔때기처럼 점차 넓어지며 암술대가 밖으로 나온다.

수피 ▶ 회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지며 오래되면 조각나 떨어진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 높이 2~3m 정도,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분포 ▶ 도입종으로 전국에 조경용으로 심는다. / 일본.

비고 ▶ 삼색병꽃나무(W. florida f. subtricolor)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일본병꽃나무

(W. coraeensis )와 함께 일본이 원산지로 가끔 전국의 공원이나 사찰 주변,

도로변에 드물게 식재된 것을 볼 수 있다.

Weigela hortensis (Siebold & Zucc.) K.Koch09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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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꽃받침통부가 완전히 갈라진다.

2.꽃의 색이 연한 황록색에서 나중에 홍색이 되며 꽃은 잎짬에서 1~2개가 달린다.

3.꽃자루와 햇가지에 잔털이 있다. ……………………………………………………………… 병꽃나무

3.꽃자루와 햇가지에 퍼진털이 있다. …………………………………………………………… 흰털병꽃나무

2.꽃의 색이 홍색이고 꽃은 잎짬에서 2~3개가 달린다.(일본원산의 도입종이다.) ………… 골병꽃나무

1.꽃받침통부가 중간까지 갈라지고, 꽃은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2.꽃의 색이 진한 홍색이다. …………………………………………………………………………… 붉은병꽃나무

2.꽃부리는 백록색이고 통부 겉에 붉은빛이 돌며 안쪽순판을 따라 누른빛이 돈다. ………… 삼색병꽃나무

2.처음에는 꽃이 백색이고 통부가 적색이던 것이 전체가 적색으로 된다. …………………… 색병꽃나무

1.꽃받침통부는 갈라져 길이가 서로 다르게 유합한다.

2.꽃받침에 털이 있고, 잎 양면 특히 뒷면에 융모가 있다. ……………………………………… 소영도리나무

2.꽃받침에 털이 없고, 잎 뒷면 맥위에만 잔털이 있다. ………………………………………… 산소영도리나무

100

병꽃나무속 종 검색표

병꽃나무

흰털병꽃나무
W. subsessilis var. mollis

소영도리나무붉은병꽃나무

열매 열매 꼬투리

2

3

3

1

4

4

21

윗입술꽃잎(상순)

아랫입술꽃잎(하순)

암술

수술

꽃부리

(화관)

↓

↙

↖

↖↖↗↗

↑
↑

↓↓

→

→

→→

꽃잎
(열편) 

통부

1cm 

꽃받침

꽃자루
(화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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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넓은 난형 또는 원형으로 길이 5~14cm, 끝은 급히 뾰족해지고

밑은 둥글거나 얕은 심장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별모양의

털이 있고 뒷면에 선점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6~20mm로 턱잎이 없다.

열매 ▶ 핵과로 넓은 난형이고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 백색 꽃들이 겹(복)산형꽃차례로 달리고 꽃차례 밑에

1쌍의 잎이 나며, 꽃차례에 별모양의 털과 선점이 있거나, 별모양의 털은

없고 짧은 털과 선모가 있는 것도 있다. 꽃부리는 지름이 5~6mm로서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로 꽃부리보다 길다.

수피 ▶ 회갈색으로 피목이 흩어져 있고 어린 가지는 별모양의 털과 선점이 있다.

겨울눈 ▶ 난형으로 긴 털이 빽빽이 있는 2쌍의 인편으로 싸여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4m 정도 된다.

분포 ▶ 강원도 이남, 주로 남부지방에 분포.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어린가지와 꽃차례에 선점과 짧은 털은 있으나 별모양의 털이 없는 것을

털가막살나무(V. dilatatum f. hispidum)라고도 하나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는 가막살나무에 통합되었다.

Viburnum dilatatum Thunb.101
1

유사종 특징비교

가막살나무는
턱잎이 없는 것으로
덜꿩나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가막살나무 V. dilatatum 덜꿩나무 V. erosum

겹산형꽃차례

겨울눈 씨앗 씨앗

잎자루
↙

↗

↑ ↑ ↑

↙↙↙
↙

↖

턱잎



115

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끝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겹산형꽃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거의 원형, 넓은 도란형 또는 난형이며 길이 8~14cm로서 잎끝은

꼬리처럼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원형이며 뒷면에 선점이 있고, 잎 양면에

털이 있거나 없으며 가장자리에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6~20mm이고, 턱잎이 없다.

열매 ▶ 핵과로 지름 8mm 내외의 난상 원형이며 9~10월에 적색으로 익고

씨앗은 뒷면에 2개, 앞면에 3개의 홈이 있다.

꽃 ▶ 5~6월에 새가지 끝에서 백색의 꽃들이 지름 5~10㎝ 크기의 겹(복)산형꽃차례로

달리며, 꽃자루는 길이 6~20㎜로서 선점이 있고 꽃받침에 털이 없으며,

꽃부리는 지름 5~6mm, 수술은 5개로 꽃부리보다 길다.

수피 ▶회색~회갈색으로 피목이 흩어져 있다.

겨울눈 ▶ 난형, 인편은 2쌍, 대개 털이 거의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3m정도 된다.

분포 ▶ 표고 600m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산에 드물게 자생하며 주로

제주도와 울릉도 및 강원도에 분포한다. / 일본, 중국.

Viburnum wrightii Miq.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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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겹산형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4~10cm의 난형, 타원상 긴 난형 또는 도란형으로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 또는 심장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고 표면에는 별모양의 털이 드문드문 있으나

뒷면에는 아주 많으며 맥겨드랑이에 흰색 또는 갈색의 긴털이 있다. 잎자루

길이는 2~6mm로서 털이 있고 밑부분에 1쌍의 턱잎이 있다.

열매 ▶ 핵과는 지름 6mm 내외의 난상원형으로 9~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4~5월 새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6~8cm의 복산형꽃차례에 많은 흰꽃들이

달리며 꽃자루에 별모양의 털이 많고, 꽃은 지름 6~7mm이고, 꽃받침에는

별모양의 털이 있고, 수술이 꽃부리보다 약간 길고 자방에 털이 없다.

수피 ▶ 회갈색~회색으로 피목이 있고 어린 가지에 별모양의 털이 많다.

겨울눈 ▶ 갈색~적갈색의 난형, 인편은 2~4개로 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3m 정도 된다.

분포 ▶ 중부이남의 낮은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 잎가장자리가 결각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가새덜꿩나무라고 한다,

Viburnum erosum var. vegetum Nakai103
1

가을잎

잎뒷면 잎표면

가새덜꿩나무
V. erosum var. taquetii

턱잎
→ ←



117

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양면 5.겨울눈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3~10cm의 넓은 난형 또는 원형이고 끝은 둔하거나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모양,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

별 모양의 털이 있고 뒷면에는 빽빽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5~10mm이다.

열매 ▶ 핵과로 난상 원형이고 길이 1cm로서 9~10월에 홍색에서 검은색으로 익는다.

꽃 ▶ 4~5월에 잎과 같이 피며, 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5~7cm의 취산꽃차례에

흰꽃~연한 분홍색 꽃이 모여 피고, 꽃은 지름 10~14mm로서 향기가 강하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5개이고 수술대는 꽃밥보다 짧고 꽃부리

밖으로 돌출하지 않는다.

수피 ▶회갈색이고 얇은 조각으로 갈라진다. 작은 가지는 별 모양의 털이 빽빽하다.

겨울눈 ▶ 황갈색, 별 모양의 털로 덮혀 있고, 꽃눈은 가지끝에 여러 개가 모여 둥글게

달리고, 잎눈은 4~8mm 정도의 긴타원형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3m  정도 된다.

분포 ▶ 중부이남의 낮은 산지. / 중국, 일본.

Viburnum carlesii Hemsl.104
1

잎뒷면 잎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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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꽃차례 3.열매

4.새순 5.잎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형, 타원형 또는 도란상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거나 둔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아심장 모양이며 길이 4~10cm로서 표면에 별모양의

털과 짧은 털이 약간 있고 뒷면, 특히 맥 위에 별모양의 털이 빽빽하나 점차

없어지며 가장자리에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털이 있으며 길이

3~10mm이다.

열매 ▶ 핵과는 타원형으로서 길이 1cm가량이며 9월에 벽흑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 새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4~5cm 정도의 취산꽃차례에 흰꽃들 모여

달리며, 꽃부리는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둥글고 전체가 수레바퀴모양이다. 

수술은 꽃부리보다 길며 자방은 털이 없거나 별모양의 털이 드물게 있다.

수피 ▶ 어린 가지에 별모양의 털이 있다.

겨울눈 ▶ 인편이 없는 맨눈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4(5)m 정도 된다.

분포 ▶ 경기도, 강원도 이북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Viburnum burejaeticum Regel & Herder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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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넓은 난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고, 손바닥 모양으로 3개로 갈라지고 윗부분의 잎은 타원형이고

갈라지지 않으며, 길이 5~10cm로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고

표면에 털이 약간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양면에 선점이 있고, 뒷면 맥위와

맥짬에 흰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5~20mm로서 선형의 턱잎이 있다.

열매 ▶ 핵과로 둥글며 8~9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꽃 ▶ 6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2~4cm 크기의 산형상 취산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나고, 백당나무와 같은 장식화가 없으며 꽃부리는 지름 6~7mm이고,

꽃받침에 털이 없으며, 수술은 5개로 꽃부리보다 짧다.

수피 ▶ 사마귀 같은 껍질눈(피목)이 있고, 1년생 가지는 털이 없다.

겨울눈 ▶ 자갈색의 긴 난형으로 인편은 2개며 털이 없고 광택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1~2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이북의 높은 산지. / 중국, 일본.

Viburnum koreanum Nakai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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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산방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이며

길이 5~10cm로 가장자리에 크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보통 3개로

갈라진다. 뒷면에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2.0~3.5㎝로서 위쪽에 2~3개의

꿀샘 이 있으며 밑에 2개의 턱잎이 있다.

열매 ▶ 핵과는 지름 8~10mm로서 둥글며 8~9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 짧은 가지 끝에서 나온 산방꽃차례에 많은 백색의 꽃이 모여 나고

꽃차례 가장자리는 장식화, 안쪽은 양성화의 꽃이 달리며 꽃밥은 자주색이다.

장식화는 지름 3cm로서 백색이며 크기가 다른 5개의 열편으로 갈라지고

양성화는 지름 5~6mm로 백색이며 꽃잎과 수술은 각각 5개, 암술은 1개다.

수피 ▶적갈색~회갈색이며, 껍질눈(피목)이 있고 오래되면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겨울눈 ▶ 갈색의 난형~긴 난형으로 길이 5~8mm, 인편은 2쌍이며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3(4)m 정도 된다.

분포 ▶ 전국 산지. /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107
1

장식화
양성화

꿀샘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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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취산꽃차례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넓은 난형 또는 원형이고 끝은 급히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심장형

길이 (6)10~20cm로서, 뒷면의 맥 위에 별모양의 털이 있고 잎가장자리에

뾰족한 겹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5~40mm로 별모양의 털이 있다.

열매 ▶ 핵과로 타원형~원형이며 지름 8~10mm의 크기로 9월~10월에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고, 씨앗은 양쪽에 1줄의 홈이 있다. 

꽃 ▶ 5월에 산방상 취산꽃차례에 흰꽃들이 모여 달리며 꽃차례의 가장자리에는

장식화가, 중앙에는 양성화가 달린다. 장식화는 지름이 20~30mm고 꽃잎이

5개로 깊게 갈라지며 암술과 수술은 퇴화되어 있고, 양성화는 지름 5~8mm, 

꽃잎과 수술이 각각 5개, 암술은 1개이다. 

수피 ▶ 짙은 회갈색으로 껍질눈(피목)이 있고 오래되면 조각으로 갈라진다.

겨울눈 ▶ 겨울에 인편은 떨어져 없어지며 표면에 갈색의 별모양의 털이 많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가 2~5(6)m 정도 자란다.

분포 ▶ 제주도, 울릉도, 강원도 자병산. / 일본.

Viburnum furcatum Blume.108
1

장식화

양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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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록성이다.

2.꽃은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거나, 물결 모양의 얕은 톱니가 있다. ……………………………… 아왜나무

2.꽃은 산형상 취산꽃차례이고,

잎가장자리에 얕고 둔한 톱니가 있다.(가거도 특산식물이다.) ……………………………… 푸른가막살

1.낙엽성으로 잎에 톱니가 있다.

2.장식화가 있다.

3.잎은 흔히 3갈래로 갈라진다.    ………………………………………………………………… 백당나무

3.잎은 원형이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다. ……………………………………………………… 분단나무

2.장식화가 없다.

3.잎은 결각상으로 갈라지거나, 줄기 끝의 잎은 갈라지지 않는다.   ………………………… 배암나무

3.잎은 결각상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4.꽃차례는 전년도의 묵은 가지 끝에 달리며 꽃은 흰색~연한 분홍색이고,

수술은 꽃부리 통부 밖으로 돌출하지 않는다.…………………………………………… 분꽃나무

4.꽃차례는 새가지 끝에 달리며 흰꽃이고, 수술이 꽃부리 통부 밖으로 길게 돌출한다.

5.겨울눈에 인편이 없다.…………………………………………………………………… 산분꽃나무

5.겨울눈에 인편이 있다. 

6.턱잎이 있다. 

7.꽃차례에 별 모양의 털이 있고, 잎 양면에도 별 모양의 털이 있다. ……… 덜꿩나무

7.식물체 전체에 털이 거의 없거나 잎 맥위에만 털이 있다. ………………… 덧잎가막살나무

6.턱잎이 없다. 

7.꽃차례에 별 모양의 털이 있고, 잎 양면에도 별 모양의 털이 있다. ……… 가막살나무

※.꽃차례에 잔털이 있고, 잎 뒷면에 털이 많은 것을 털가막살나무라

하였으나 가막살나무에 포함되어 이명으로 처리 되었다,   

7.식물체 전체에 털이 거의 없으나 잎 맥위에만 털이 있는 것도 있다. …… 산가막살나무

109

산분꽃나무속 종 검색표

아왜나무의 잎 백당나무 가막살나무

배암나무 덜꿩나무백당나무 가막살나무

2

3

3

1

4

4

6

6

5

5

2

1

양성화

장식화→

겨울눈
↗

턱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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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타원형~난상 타원형으로 길이 3~7cm 정도며, 양면의 맥 위와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잎자루 길이는 3~5mm이다. 

열매 ▶ 장과는 길이 10~15mm로 2개가 거의 서로 합쳐지며, 길이 3mm의 대가 있고

5~6월에 붉게 익는다.

꽃 ▶ 3~4월에 잎과 같이 피고 가지 끝이나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밑을

향해 달리며, 꽃자루는 길이 3~12mm이고, 포는 2개로서 길이 4~12mm이며

꽃받침은 5갈래로 얕게 갈라지고, 꽃부리는 길이 10~13mm, 지름 15mm로

좌우대칭을 이룬다.

수피 ▶ 수피는 황갈색으로 벗겨진다. 어린가지(햇가지)는 뻣뻣한 억센 털이 있고

속은 차 있다.

겨울눈 ▶ 달걀 모양으로 끝이 둔하고 인편은 3~4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3m 정도 자란다.

분포 ▶ 중부이남의 산지. / 중국, 일본.

Lonicera harai Makino110
1

자생불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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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미성숙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타원형~난상 타원형이며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으로

길이 3~6cm,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 주맥에 털과 연모가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자루는 길이 2~4mm로서 털이 거의 없거나 잔털이다.

열매 ▶ 장과로 구형~짧은 원주형, 2개가 대부분 합쳐지고 5~6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3~4월에 새가지 밑부분에서 잎과 함께 피며 꽃자루는 길이 8~13mm로 털이

없고 포는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길이 6~8mm로서 연모가 있다.

수피 ▶ 수피는 황갈색으로 벗겨진다. 어린가지는 속이 차 있으며 백색이고 붉은색이

돌며 털이 없다.

겨울눈 ▶ 달걀 모양으로 끝이 둔하고 인편은 3~4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3m 정도 자란다.

분포 ▶ 백양산, 충북, 경기도, 강원도의 깊은 산지. / 중국, 일본.

비고 ▶길마가지나무(L.harai )에 비해 전체적으로 털이 거의 없거나 적은 차이점

이외는 다른 점이 없어 길마가지나무의 변종으로 보거나 이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Lonicera coreana Nakai111
1

유사종 특징비교

숫명다래나무는
길마가지나무에 비해
새가지, 잎자루, 열매자루에
털이 거의없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길마가지나무의 1개체
내에서도 털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길마가지나무 L. harai 숫명다래나무 L. coreana 

열매는 붉게 익는다.

미성숙한 열매로
붉게 익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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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쐐기모양

길이 3~6(7)cm,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으며 잎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아주

많고, 잎자루는 길이 (1)3~5mm이다.

열매 ▶ 장과로 지름 6~8mm정도로 5~6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길이 1~1.2cm로 연한 홍색이며 묵은 가지 끝에

2개씩 달리고 꽃자루는 길이 2~3mm로서 잔털과 선점이 있으며 꽃부리는

길이 1cm정도의 깔때기 모양으로 끝이 5갈래로 갈라지고 갈래 조각은 길이

6mm 내외의 긴 타원형으로 뒤로 젖혀진다. 수술은 5개로 꽃잎보다 약간

길고 암술은 1개로 꽃부리(화관)통부 밖으로 길게 나온다.

수피 ▶ 수피는 황갈색으로 벗겨진다. 가지는 뻣뻣한 털이 조금 있고 속은 차 있다.

겨울눈 ▶ 달걀 모양으로 끝이 둔하고 인편은 3~4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m 정도 자란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Lonicera praeflorens Batalin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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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상 타원형, 긴 도란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이고 둥글며 길이 5~10cm,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표면은 맥 위에 굽은털이 있고 뒷면은 전체에 짧은털이 많으며 잎자루는

길이 3~10mm로서 굽은털과 샘털이 있다.

열매 ▶ 지름 6mm 내외의 장과로 둥글며 9~10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 잎겨드랑이에 백색의 꽃이 2개씩 달리고, 향기가 있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2(4)mm로 자방보다 길고 선모가 있으며 포는 일찍 떨어진다.

꽃받침은 길이 3mm로서 5개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꽃부리는 지름 2cm 정도이고 백색에서 점차 황색으로 변하고 꽃부리통부는

길이 3mm이고, 수술대와 암술대에 털이있다.

수피 ▶세로로 벗겨지고, 가지의 골속은 비어 있다. 잔가지에 곱슬털이 있다.

겨울눈 ▶ 달걀 모양으로 끝이 둔하며 인편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5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Lonicera maackii (Rupr.) Maxim.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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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잔가지

어긋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5~12cm정도로 도란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는 톱니가

없고 밋밋하며, 표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가장자리와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3~7mm로 긴털이 있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크기는 5mm 정도이고 8~9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2개씩 곧추서서 나오며, 연한 황색 또는 백색으로

피어 점차 황색으로 변하며, 꽃자루는 길이 1.5~2.5cm로 털과 선점이 있고, 

꽃부리는 길이가 1.5~2cm로서 털이 많고, 통부는 짧으며 밑부분이 옆으로

퍼지고, 수술과 암술대에 털이 있으며 자방은 긴난형으로서 선점이 있다.

수피 ▶ 잔가지는 굳센털이 많고 가지의 속은 비어 있다.

겨울눈 ▶ 달걀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인편에 긴 흰털이 있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3~4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강원도 및 백두대간 높은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꽃자루가 길고 긴털이 많으며 가지에 거의 수직으로 곧추서는 것이 특징이다.

Lonicera chrysantha Turcz.114
1



산에서 자주 만나는 떨기나무128

2

3

6 5 4 1.꽃 2.잎차례 3.잎표면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형 또는 타원상 난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

이거나 둥글며, 길이 3~5.5cm로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는 톱니가 없고

밋밋하며, 잎자루는 길이 2~5mm로 털이 없다.

열매 ▶ 지름 6~8mm정도의 장과로 윗부분까지 합쳐진 구형 또는 달걀모양의 구형, 

8~9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2개씩 나온 길이 4~5mm의 꽃자루에

달리고 포는 길이 5~10mm로서 꽃부리는 흰색 또는 연한 황색이고 길이는

1.2cm로 상순이 3개로 갈라지며 통부보다 길고 통부는 밑부분이 굵다. 

수술은 4개이며, 자방은 2개가 윗부분까지 합쳐진다.

수피 ▶ 짙은 회색~회갈색, 잔가지는 자갈색, 털이 없고, 골속이 차 있으며 흰색이다.

겨울눈 ▶ 피침형으로 길이 8mm내외, 인편은 7~8쌍이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전국의 깊은 산지. / 한국 특산식물.

비고 ▶ 각시괴불나무에 비해 꽃자루가 짧고, 전체적으로 털이 없다.

Lonicera subsessilis Rehder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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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잎차례 3.잎

4.잎뒷면 5.겨울눈 6.수피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길이 3~10cm의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이며, 표면에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뒷면에

굳센털과선상의돌기가있으며가장자리가밋밋하고, 잎자루는길이 5~15mm로서

샘점(선점)과 털이 있다.

열매 ▶ 장과로 중앙까지 서로 합쳐졌고 길이 7~11mm로 7~8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2개씩 나온 길이 10~20mm의 꽃자루에

달리고, 꽃은 흰색에서 점차 연한 황색으로 되며, 꽃받침은 끝이 5개로 갈라지고

샘털(선모)이 있으며, 꽃부리는 길이 10mm 내외로 끝이 깊게 2갈래로

갈라지고 통부는 길이 6~7mm로서 밑둥이 굵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 

수술대는 밑부분에 털이 있고 암술대는 수술대와 길이가 같으며 털이 있다.

수피 ▶황갈색으로 다소 거칠게 벗겨진다. 잔가지는 속이 차 있다. 

겨울눈 ▶ 달걀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고 인편에 털이 없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3(5)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덕유산, 강원도 깊은 산지. / 일본.

Lonicera vidalii Franch. & Sav.116
1

마주나기잎차례

유사종 특징비교

왕괴불나무와 닮았으나,
어린가지와 잎자루 및
꽃자루에 털이 없는 것을
지리괴불나무라고 한다.

지리괴불나무 L. cerasoides

꽃자루

새가지

→→ ↓ ↓
→잎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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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분 포 도

잎 ▶ 마주나며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끝은 꼬리처럼 뾰족해 지고, 밑부분은

넓은 쐐기 모양이거나 둥근 모양, 길이 3~8cm,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표면은

잔털이 있고 뒷면은 주맥을 중심으로 백색털이 아주 많다.

열매 ▶ 장과로 중앙 이상까지 서로 합쳐져 있고 난상 원형이며 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새가지의 잎겨드랑이에 꽃자루 길이 1~2cm 정도에 자홍색의 꽃이

달리며, 대개 잎 뒷면을 따라 붙어 있고 꽃부리는 길이 5~10mm로 짙은

자홍색이고 통부가 열편보다 짧으며 기부는 부풀어 있고 자방은 중앙 이상까지

합쳐지며 암술대에 털이 있다.

수피 ▶ 회갈색이며 잔가지의 속은 차 있으며 2~4개의 모가 진다.

겨울눈 ▶ 갈색의 삼각 모양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2(3)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한라산 및 지리산 이북(백두대간)의 높은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Lonicera sachalinensis ( F.Schmidt) Nakai117
1

마주나기잎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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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5 4 1.꽃 2.열매 3.잎차례

4.잎 5.잎뒷면 6.수피

마주나기잎차례

분 포 도

잎 ▶마주나며 길이 2(3)~6(7)cm로 긴 타원형~긴 타원상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쐐기 모양, 둥근 모양 또는 평평한 모양이며 표면은

중맥에 잔털이 있고 뒷면은 중맥에 짧은 흰털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지만

없어도 희색으로 보이며 잎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는 길이 2~5mm이다.

열매 ▶ 장과로 2개가 거의 합쳐지며 지름 7mm내외로 둥글고 7~8월에 붉게 익는다. 

꽃 ▶ 5~6월에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10~20(25)mm 정도의 꽃자루에

짙은 홍자색의 꽃이 2개씩, 대개 잎뒷면에 거의 붙은듯이 달리며, 꽃자루에는

털이 없거나 샘털이 있고, 포는 길이 1mm정도이며 선상의 돌기가 있다. 

꽃받침잎은 가장자리에 샘털이 있으며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가 있다. 

수피 ▶ 회갈색으로 잔가지는 속이 흰색으로 차 있고, 어린가지에 2줄의 털과 샘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겨울눈 ▶ 회갈색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형태 ▶ 낙엽 활엽 떨기나무(관목)로 높이 1~2m 정도에 이른다.

분포 ▶ 한라산 및 강원도 이북의 산지. / 중국.

Lonicera tatarinowii var. leptantha (Rehder) Nakai118
1

유사종 잎뒷면 특징비교

홍괴불나무

L. sachalinensis

흰등괴불나무 흰괴불나무

L. maximowiczii var. latifolia L. tatarinowii var. leptan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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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덩굴성이다. 

2.가지 골 속은 비어 있다.

4.꽃은 백색에서 점차 황색으로 변한다. …………………………………………………… 인동덩굴

1.곧추서 자란다.

2.가지 골 속은 비어 있다.

3.열매는 2개가 서로 밀착한다.

4.꽃은 백색이다.

5.꽃자루의 길이는 2~4mm로 짧고 샘털(선모)이 있으며, 

잎 양면에 굽은 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 맥위에 굽은 털이 있고,

잎자루에는 굽은 털이 있거나 없다.…………………………………………………… 괴불나무

4.꽃은 백색에서 점차 황색으로 변한다.

5.꽃자루의 길이는 15~25mm로 길고 털과 샘점(선점)이 있으며, 

잎 양면에 털이 있고 뒷면 중맥에 샘털과 털이 있으며, 

잎자루에 샘털과 털이 있다. …………………………………………………………… 각시괴불나무

5.꽃자루의길이는 10mm로 털이 있으며, 

잎 표면에는 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에 잔털이 많으며,

잎자루에 털이 많고, 울릉도에 자생한다.……………………………………………… 섬괴불나무

2.가지 골 속은 차 있다.

3.열매는 2개가 서로 1/2이상 또는 완전히 합쳐진다.

4.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연한 홍색이다. ……………………………………… 올괴불나무

4.꽃은 잎과 함께 핀다.

5.3~5월에 꽃이 피며 흰색, 연한 황색 또는 홍색이다.

6.잎 양면 맥위와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잔가지에도 긴 털이 있다. …………… 길마가지나무

6.잎과 잔가지에 털이 없다. …………………………………………………………… 숫명다래나무

5.4~5월에 꽃이 피며 백색에서 점차 황색으로 변한다.

6.꽃자루의 길이가 10~20mm로 길고, 잎 표면에 털이 있으나 없어지며

잎뒷면은 잔털과 샘점이 아주 많다.

7.꽃자루에 샘털이 있고, 잎자루에 털과 샘털이 있다. ………………………… 왕괴불나무

7.꽃자루와 잎자루에 털과 샘털이 없다. ………………………………………… 지리괴불나무

6.꽃자루의 길이가 4~5mm로 짧고, 잎은 전체에 털이 없다.…………………… 청괴불나무

5.5~6월에 꽃이 피며 홍색이다.

6.꽃자루는 길이가 10~25mm 이다.

7.잎 뒷면이 연한 녹색이고 잔털이 많다.………………………………………… 홍괴불나무

7.잎 뒷면이 흰털로 인해 회백색을 띤다.………………………………………… 흰괴불나무

7.잎 뒷면이 회녹색이며 중맥의 겨드랑이에

흰털이 빽빽히 있다. ……………………………………………………………… 흰등괴불나무

119

인동속 종 검색표

3

4

2

1

각시괴불나무괴불나무 올괴불나무

길마가지나무/숫명다래나무
흰괴불나무

(2개가 완전히 합쳐졌다.)

2

3

1

4



A

Abelia biflora Turcz.  106

Abelia spathulata Siebold & Zucc.  104

Abelia tyaihyoni Nakai  105

B

Broussonetia papyrifera (L.) L'Her. ex Vent.  15

C

Callicarpa 103

Callicarpa dichotoma 102

Callicarpa japonica Thunb.  102

Callicarpa japonica var. glabra 102

Callicarpa japonica var. luxurians Rehder  102

Callicarpa japonica var. taquetii 102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102

Campylotropis macrocarpa (Bunge) Rehder  67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100

Clerodendrum trichotomum var. esculentum 100

Clerodendrum trichotomum var. ferrugineum 100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ee  16

D

Deutzia 25

Deutzia glabrata Kom.   24

Deutzia paniculata Nakai   23

Deutzia parviflora Bunge   20

Deutzia parviflora var. amurensis Regel   21

Deutzia uniflora Shirai   22

E

Euonymus 84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77

Euonymus alatus f. apterus (Regel) Rehder   77

Euonymus alatus f.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77

Euonymus alatus f. pilosus (Loes. & Rehd.) Ohwi   77

Euonymus bungeana Maxim.   79

Euonymus hamiltonianus var.maackii (Rupr.) Kom.   79

Euonymus hamiltonianus Wall.   78

Euonymus japonicus Thunb.   76

Euonymus macropterus Rupr.   82

Euonymus oxyphyllus Miq.   81

Euonymus pauciflorus Maxim.   83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80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85

F

Family Capritoliaceae   104

Family Celastraceae   76  

Family Ericaceae   90  

Family Euphorbiaceae    69 

Family Lauraceae   17  

Family Leguminosae   62  

Family Moraceae   14  

Family Pittosporaceae   33  

Family Rhamnaceae   87 

Family Rosaceae   34  

Family Rutaceae   71  

Family Saxitragaceae   20  

Family Staphyleaceae   85  

Family Verbenaceae   100 

Ficus erecta Thunb.   14

Ficus erecta var. sieboldii (Miq.) King    14

G
Glochidion chodoense J.S.Lee & H.T.Im   69

L
Lespedeza 68
Lespedeza bicolor Turcz   62
Lespedeza cyrtobotrya Miq.   63
Lespedeza maritima Nakai    65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64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Nakai   64
Lespedeza thunbergii subsp. formosa (Vogel) H.Ohashi   66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17
Lindera obtusiloba Blume   18
Lindera sericea (Siebold & Zucc.) Blume   19
Lonicera 132
Lonicera cerasoides Nakai   124
Lonicera chrysantha Turcz.   127
Lonicera coreana Nakai   124
Lonicera harai Makino   123
Lonicera maackii (Rupr.) Maxim.   126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125
Lonicera sachalinensis (F.Schmidt) Nakai   130
Lonicera subsessilis Rehder   128
Lonicera tatarinowii var. leptantha (Rehder) Nakai   131
Lonicera vidalii Franch. & Sav.   129

N
Neillia uyekii Nakai   35

O
Orixa japonica Thunb.    75

P
Philadelphus pekinensis Rupr.   32
Philadelphus schrenkii Rupr.   30
Philadelphus tenuifolius Rupr. & Maxim.   31
Physocarpus amurensis (Maxim.) Maxim.   36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33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var. villosa 49
Prunus choreiana H. T. Im   39
Prunus ishidoyana Nakai   40
Prunus japonica f. rufinervis (Nakai) T.B.Lee   40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40
Pyrus 38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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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hamnus 89

Rhamnus koraiensis C.K.Schneid.   88

Rhamnus yoshinoi Makino    88

Rhamnus yoshinoi var.manshurica T.B.Lee   88

Rhododendron 99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95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94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97

Rhododendron tschonoskii Maxim.   98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M. Sugim. Ex. T. Yamaz 96

Ribes  29

Ribes fasciculatum Siebold & Zucc. 26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26

Ribes komarovi Pojark.   28

Ribes mandshuricum (Maxim.) Kom. f.mandshuricum 27

Ribes mandshuricum f. subglabrum (Kom.) Kitag.   27

Ribes maximowiczianum Kom.   28

Rosa acicularis Lindl.   50

Rosa davurica 50

Rosa jaluana Kom.    52

Rosa koreana Kom.   50

Rosa multiflora Thunb.    52

Rosa multiflora var. quelpaertensis 52

Rosa pimpinellifolia L.   57

Rosa rugosa f. plena 51

Rosa rugosa Thunb.   51

Rosa rugosa var. chamissoniana 51

Rosa rugosa var. kamtschatica 51

Rosa xanthina Lindl. 51

Rubus 48

Rubus corchorifolius L.f.   43

Rubus corchorifolius var. oliveri   43

Rubus coreanus f. concolor (Nakai) T.B.Lee   46

Rubus coreanus Miq. 46

Rubus crataegifolius Bunge   41

Rubus hirsutus f. argyi (H.Lev.) W.T.Lee   47

Rubus hirsutus Thunb.   47

Rubus hirsutus var. xanthocarpus 47

Rubus idaeus var.microphyllus Turcz.   45

Rubus longisepalus var. tozawai (Nakai) T.B.Lee   42

Rubus phoenicolasius f. albiflorus 44

Rubus phoenicolasius Maxim.   44

Rubus schizostylus H.Lev.   46

S

Sageretia thea (Osbeck) M.C.Johnst    87

Sageretia theezans f. tomentosa 87

Sambucus latipinna Nakai   107

Sambucus sieboldiana f. lasiocarpa var.miquelii 107

Sambucus sieboldiana var.miquelii 107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107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70

Spiraea 61

Spiraea blumei G.Don   56

Spiraea chamaedryfolia L.   57

Spiraea chamaedryfolia var. pilosa Hara   57

Spiraea chinensis Maxim.   55

Spiraea fritschiana C. K. Schneid    59

Spiraea microgyna Nakai   58

Spiraea miyabei 58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53

Spiraea salicifolia L.   60

Spiraea trichocarpa Nakai   54

Staphylea bumalda DC.   86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34

Stephanandra incisa var. quadrifissa (Nakai) T.B.Lee   34

V
Vaccinium 93

Vaccinium bracteatum Thunb.   90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91

Vaccinium oldhamii Miq.   92

Viburnum 93

Viburnum burejaeticum Regel & Herder   118

Viburnum carlesii Hemsl.   117

Viburnum dilatatum Thunb.   114

Viburnum erosum var. taquetii 116

Viburnum erosum var. vegetum Nakai   116

Viburnum furcatum Blume   121

Viburnum koreanum Nakai   119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ara   120

Viburnum wrightii Miq.   115

Vitex rotundifolia L.f.   101

W
Weigela  113

Weigela florida (Bunge) A.DC.   109

Weigela hortensis (Siebold & Zucc.) K.Koch    112

Weigela praecox (Lemoine) L.H.Bailey    111

Weigela praecox var. pilosa (Nakai) Nakai   111

Weigela subsessilis L.H.Bailey   108

Weigela toensis Nakai   110

Z
Zanthoxylum  74

Zanthoxylum coreanum Nakai   72

Zanthoxylum piperitum (L.) DC.   72

Zanthoxylum piperitum f. pubescens (Nakai) W.T.Lee   72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   73

Zanthoxylum schinifolium f.microphyllum(Nakai) W.T.Lee 71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71

Zanthoxylum schinifolium var. inermis (Nakai) T.B.Le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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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찾아보기

ㄱ

가막살나무 114

가새덜꿩나무 116

가시복분자딸기 46

각시괴불나무 127

갈기조팝나무 54

갈매나무속의정리★ 89

감태나무 17

개당주나무 26

개산초 73

개앵도나무 27

개해당화 51

거문누리장나무 100

거제딸기 42

고광나무 30

고추나무 86

골병꽃나무 112

곰딸기 44

광대싸리 70

괴불나무 126

국경찔레 52

국수나무 34

길마가지나무 123

까마귀밥나무 26

까치밥나무 27

까치밥나무속의정리★ 29

꼬리까치밥나무 28

꼬리말발도리 23

꼬리조팝나무 60

꼬리진달래 95

꽃싸리 67

꾸지나무 15

꾸지뽕나무 16

ㄴ

나도국수나무 35

나래회나무 82

나비국수나무 34

넓은잎딱총나무 107

노란장딸기 47

노랑해당화 51

누리장나무 100

ㄷ

당조팝나무 55

당회잎나무 77

덜꿩나무 116

덤불조팝나무 58

돈나무 33

둥근인가목 50

딱총나무 107

ㅁ

만주짝자래 88

만첩해당화 51

말발도리 20

말발도리속의정리★ 25

말오줌때 85

매화말발도리 22

맥도딸기 42

멍덕딸기 45

명자순 28

모새나무 90

물참대 24

민산초나무 71

민작살나무 102

민해당화 51

ㅂ

배나무속의정리★ 38

배암나무 119

백당나무 120

병꽃나무 108

병꽃나무속의정리★ 113

복분자딸기 46

복사앵도나무 39

분꽃나무 117

분단나무 121

붉은병꽃나무 109

ㅅ

사철나무 76

산가막살나무 115

산국수나무 36

산딸기 41

산딸기속의정리★ 48

산분꽃나무 118

산분꽃나무속의정리★ 122

산소영도리나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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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피(假種皮) 배주의주피이외의부위가발달하여만들어진종피.

강모(剛毛) 억센털 뻣뻣하고억센털.

거치(鋸齒) 톱니 식물의잎이나꽃잎가장자리에있는, 톱니처럼베어져들어간자국.

견모(絹毛) 비단실같이부드러운털.

결각(缺刻) 잎 같은 것의 가장자리가깊이패어듦정도를말하며그정도에따라천열,

중열, 심열, 전열이있다.

골돌과( 果) 여러개의씨방으로이루어졌으며, 익으면벌어진다. 

과병(果柄) 열매자루 열매의자루.

과지(果枝) 열매가달리는가지.

관목(灌木) 떨기나무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나무.

교목(喬木) 큰키나무 줄기가곧고굵으며8m 이상높게자라고위쪽에서가지가퍼지는나무

구과(毬果) 솔방울모양을한열매(소나무, 굴피나무).

급첨두(急尖頭) 잎의끝부분이갑자기좁아져서꼬리처럼길게뾰족하게되는모양.

기판(基瓣) 주로난초과와콩과식물의꽃구조중하나로꽃잎중에가장위쪽에있는꽃잎.

깃꼴겹잎 새의깃털모양으로생긴잎(자귀나무)

꽃눈 겨울눈(동아冬芽)의하나로꽃이되는눈.

꽃차례 줄기나가지에꽃이달리는모양. 화서(花序)   

나아(裸芽) 맨눈 인편이없이외부에노출되어있는눈.

난상피침형(卵狀披針形) 달걀모양이지만위끝부분이뾰족한모양.

난형(卵形) 달걀모양 밑부분이윗부분보다넓고끝이둥근모양. 

능각(稜角) 모서리 물체의뾰족한모서리.

단성화(單性花) 암술, 수술중한가지만있는꽃.

대생(對生) 마주나기 두개가한마디에서서로마주나는모양.

도란형(倒卵形) 거꿀달걀꼴 달걀을거꾸로세운모양. 도란상(倒卵狀)

도피침형(倒披針形) 거꾸로세운피침형.

동아(冬芽) 겨울눈 전년도에생겨겨울을나고이듬해잎이나꽃이되는눈

두상화서(頭狀花序) 머리모양꽃차례 여러꽃이꽃대끝에모여머리모양을이루어마치한송이의꽃처럼보이는모양.

둔두(鈍頭)  끝이뾰족하지않고둥글거나뭉뚝한모양.

둔저(鈍底)  밑부분이뾰족하지않고둥글거나뭉뚝한모양.

맥액(脈腋) 맥겨드랑이 맥짬이라고도하며잎의면과맥의사리

면모(綿毛)  부드러운솜털.

밀선(蜜腺) 꿀샘 꿀을분비하는샘.

밀생(密生) 빈틈없이빽빽이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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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선(背縫線) 자방벽에서심피의중앙맥이달리는선.

복모(伏毛) 누운털

복봉선(腹縫線) 자방벽에서심피의가장자리가유합된선.

복산방꽃차례 겹산방꽃차례, 산방으로난꽃차례들이다시산방으로달리는꽃차례, 복산방화서(複 房花序)

복산형꽃차례 겹산형꽃차례 산형으로난꽃차례들이다시산형으로달리는꽃차례,
복산형화서(複傘形花序), 우산모양꽃차례.

복엽(複葉)  여러개의작은잎(소엽)이모여이루어진잎.

봉선(縫線)  열매가터지는선

삭과(朔果)  익으면과피(果皮)가말라쪼개지면서씨를퍼뜨리는, 여러개의씨방으로된열매.

산방꽃차례 꽃차례에달리는작은꽃자루길이가위로갈수록짧아져서위에서편평한모양을
이루는꽃차례. 산방화서( 房花序)

산형꽃차례 꽃자루끝에서같은길이의작은꽃자루가우산모양으로펼쳐진꽃차례. 
산형화서(傘形花序)

삼출엽(三出葉) 잎의모양이완전히갈라진형태의것이3개인잎(싸리)

샘털 끝이팽대되어, 보통이슬모양을하고있는분비물을함유하고있는털. 선모(腺毛)

성상모(星狀毛) 별모양털 방사방향으로갈라져서별모양을하고있는털

세거치(細鋸齒) 잔톱니 (잎)가장자리의작은톱니.

소교목(小喬木) 작은키나무 관목보다는크고교목보다는작은나무.

소엽(小葉) 작은잎, 겹잎(복엽) 모양의잎차례로구성된작은잎.

소엽병(小葉柄) 작은잎자루 겹잎(복엽) 모양의잎차례로구성된작은잎의자루.

소화경(小花梗) 작은꽃자루 꽃차례를구성하는각각의꽃에달리는자루.

속생(束生)  잎이나꽃이다발로되어모여나는것.

수과(瘦果)  식물의열매인폐과(閉果)의하나. 모양이작고익어도터지지않는다. 
(민들레, 해바라기) 

숙존성(宿存性) 턱잎, 포, 꽃받침, 암술대등의부위가열매가익은뒤나, 낙엽이질때까지남아
있는것.

시과(翅果)  열매의껍질이자라서날개처럼되어 바람에날려흩어지는열매
(단풍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실편(實片) 씨앗을싸고있는비늘같은조각(소나무, 자작나무)

아린(芽鱗)  겨울눈을 싸고 있으면서 나중에 꽃이나 잎이 될 연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비늘조각. 인편(鱗片)

악편( 片) 꽃받침조각 꽃받침을구성하는낱개의조각. 

액생(腋生)  싹이나꽃따위가잎이붙어있는자리에서남. 
액출(腋出). 

양성화(兩性花) 한꽃에수술과암술이다갖추어져있는꽃. 

연모(緣毛)  잎이나꽃잎의가장자리에있는털.

연모(軟毛) 부드러운털.

엽병(葉柄) 잎자루. 

엽액(葉腋) 잎겨드랑이 잎과줄기사이의틈(짬). 잎짬.

엽연(葉緣)  잎가장자리 잎몸의가장자리를말함.



139용어해설

엽저(葉底) 잎몸의밑부분.

엽축(葉軸) 겹잎(복엽)에있어작은잎이붙는중앙의축. 

영양지(營養枝)  꽃이달리지않는가지. 

예거치(銳鋸齒)  톱니의끝이예리한또는뾰족한모양.

예첨두(銳尖頭)  (잎)끝이매우뾰족한모양.

예두(銳頭) (잎)윗부분이 쐐기처럼뾰족한모양.  

예저(銳底) (잎)밑부분이 쐐기처럼뾰족한모양.

용골판(龍骨瓣)  나비모양꽃부리(접형화관)의꽃잎중에아래쪽의꽃잎. (주로콩과식물). 

우상복엽(羽狀複葉) 깃꼴겹잎 작은잎이깃털모양(우상)으로구성되는겹잎. 맨위끝에작은잎이있는것을

홀수깃꼴겹잎(기수우상복엽), 없는것을짝수깃꼴겹잎(우수우상복엽)이라한다.

원두(圓頭) (잎)끝이둥근모양.

원저(圓底) (잎)밑부분이둥근모양.

원추꽃차례 원뿔꽃차례 꽃차례의 모양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전체적으로 원뿔모양인 꽃차례.

원추화서(圓錐花序).

유착(癒着) 서로붙어있지만완전히융합된것은아닌모양. (괴불나무의열매)

유합(癒合) 서로붙어완전히융합된모양.(길마가지나무, 흰괴불나무의열매)  

윤생(輪生)  돌려나기 3개이상이한마디에서돌려붙어있는모양.

융모(絨毛)  부드러운털 길이가일정치않은털이서로엉켜있는부드러운털.

은두꽃차례 꽃대의끝이비대하여주머니모양으로오목하게쏙들어가고그 안쪽에 잔꽃이

많이 달리어 외부에서 꽃이 보이지 아니하는화서. (무화과) 

은두화서(隱頭花序).

은화과(隱花果)  은두화서가성숙해만들어진다육성열매.

이가화(二家花) 암수딴그루 암꽃만피는(암그루)와수꽃만피는(수그루)를이른다.

자웅이주(雌雄異株), 자웅이가(雌雄異家)와같은뜻. 

익판(翼瓣) 나비모양꽃부리(접형화관)에서 좌우 양옆에 있는 2개의 꽃잎으로 기판과

용골판사이에있다(주로콩과식물).

인모(鱗毛)  비늘털

인편(鱗片)  비늘조각

인편상(鱗片狀)  비늘조각모양.

자웅동주(雌雄同株) 암수한그루 암꽃과수꽃이한몸에서피는것. 자웅일가(雌雄一家)

자웅이가(雌雄二家) 암수딴그루 암꽃이피는암그루와수꽃이피는수그루로각기따로인것. 

자웅이주(雌雄異株), 이가화(二家花)와같은뜻. 

장과(漿果) 과육과액즙이많고속에씨가들어있는열매. 

장상복엽(掌狀複葉) 작은잎이손바닥모양으로달리는겹잎.

장상(掌狀) 손바닥을편모양.

전연(全緣) 잎같은가장자리에톱니가없어매끈한상태.

전열(全裂) 밑부분끝까지완전히갈라진상태.

절두(截頭) 끝이중맥과직각으로편평한모양.(튤립나무의잎).

절형(截形) 끝이중맥과직각으로편평한.

점첨두(漸尖頭)  점차로뾰죽해져끝이꼬리처럼길게되는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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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엽(頂小葉)  복엽의중간끝에있는작은잎.

정아(頂芽)  끝눈 줄기나가지의끝에나는눈. 

중륵(中肋) 잎의중축을이루는큰맥. 중맥.

중축(中軸) 꽃차례나잎차례(겹잎) 중심을이루는축.

집합과(集合果)  하나의꽃차례전체가하나의열매로된것(뽕나무, 산딸나무).

첨두(尖頭) (잎)끝이뾰족한모양. 예두.

총상꽃차례 꽃차례 축에 자루가 있는 꽃들이 마주나거나, 어긋나게 차례차례로 달리는

꽃차례. 총상화서(總狀花序)

총생(叢生) 한곳에여러개가모여서나는모양.

취산꽃차례 꽃차례축의끝에한개의꽃이달리고그밑에여러개의꽃이달리는형식이

반복된꽃차례.(작살나무, 백당나무, 덜꿩나무). 취산화서(聚 花序)

측소엽(側小葉)  겹잎9(복엽)을구성하는중축의좌우에달리는작은잎.

측아(側芽)  곁눈 줄기의옆에서나오는눈.

퍼진털 줄기나잎등의면에직각으로난긴털. (개출모開出毛는일본용어)

평활(平滑) 갈라지지않고편평하며매끄러운모양.

피목(皮目)  껍질눈 나무가지의껍질에있는통기조직. 

피침형(披針形) (잎)양끝이뾰족하게되는모양.

합생(合生) 같은기관의일부가서로유합된모양.

핵과(核果) 굳어서된단단한핵으로씨가싸여있는열매. (복사나무, 살구나무).

혁질(革質)  가죽질 (잎이)두텁고질긴성질의것. (동백나무, 석위의잎).

협과(莢果) 열매가꼬투리로맺히며성숙한열매가마르면심피씨방이두줄로갈라져뒤

틀리면서씨가튕겨져나가는열매.(콩과식물)

호생(互生)  어긋나기 서로어긋나게달리는모양.

화경(花梗)  꽃자루 꽃또는꽃차례가달리는자루. 꽃대, 화병(花柄)

화관(花冠)  꽃부리 꽃잎전체를이르는말. 

화관통부(花冠筒部) 꽃부리의한부분으로원통모양또는깔때기모양인부분.

화반(花盤) 암술대밑부분의쟁반모양의육질성구조.

화병(花柄)  꽃자루 하나의꽃을달고있는자루. 꽃대

화축(花軸)  꽃차례축 꽃차례의중심축.

화탁(花托)  꽃받침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붙어있는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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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피(꽃잎)로 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꽃잎과 꽃받침의 구별이 없는 경우

이둘을통틀어이르는말로, 이둘이분화되어있지않을때, 이를구성하는낱장을

꽃덮개조각(화피편)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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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차례의 모양

마주나기 어긋나기

돌려나기

3출엽

5출엽

2회3출엽

3회3출엽

홀수1회깃꼴겹잎(마주나기)

홀수1회깃꼴겹잎(어긋나기)

짝수1회깃꼴겹잎

짝수2회깃꼴겹잎

홀수2회깃꼴겹잎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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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차례의 모형도

산형꽃차례

취산꽃차례

산방꽃차례 겹(복)산방꽃차례 이삭꽃차례

겹(복)취산꽃차례 총상꽃차례

복산형꽃차례 원추(원뿔)꽃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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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모양

노랑투구꽃 꼬리조팝나무

국수나무

털댕강나무

괴불나무

까마귀밥나무

길마가지나무

산딸기

싸리속

생강나무

복사앵도나무

짝자래나무

천선과나무 마가목

돌배나무

얇은잎고광나무 상산

개산초

사람주나무

산뽕나무

골돌과 삭과 상과

수과

장과 취과(집합과) 핵과

협과

은화과 이과

열매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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