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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자원 및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OECD나 FAO등 국제기구에서는 

산림환경통계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산림자원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산림자원과

산림환경의 변화 동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산림식생 및 환경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2006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년간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장에서 만난 초본종을 기본으로 

희귀식물을 추가하여 「산에서 자주 만나는 풀 (Ⅰ)」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들은 산림자원조사본부 조사원들이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두운 숲속, 광량의 부족 등으로 

사진 촬영이 어려운 곳은 물론, 험준한 산지, 산사태 우려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도 있었으며,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산림자원조사원들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조사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책이 향후 국가산림자원조사 수행 시 초본종의 식별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우리 식물 자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 조사원들과 편집 및 감수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거듭 

우리의 자연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우리의 숲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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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란?
(National Forest Inventory)

조사배경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국가산림통계 제출 요구 증대

산림자원 및 환경의 변화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 대두

조사목적

전국 산림의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통해 국가산림자원 기본통계 확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생태적 산림관리방안 및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전국 산림에 고르게 배치한 4,000개 표본점을 대상으로 매년 800개 표본점의 

산림자원 변화 동태 및 생태계 건강성 등을 조사하며 각 표본점은 5년 주기로 

모니터링 함

(조사항목) 임분조사, 임목조사, 치수조사, 식생조사, 토양조사 등

조사결과(ʼ06~ʼ15)

양치식물

총 16과 104종 출현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골고사리 외 6종

종자식물

총 72과 745종 출현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개박하 외 4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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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란?
(National Forest Inventory)

일러두기

① 수록종

 국가산림자원조사 과정에서 출현한 양치식물 104종, 종자식물 745종을 대상으로 

Ⅰ·Ⅱ권으로 종을 분류하고, 「산에서 자주 만나는 풀(Ⅰ)」 에서는 39과 178속 

426분류군(382종, 42변종, 2품종)에 대한 분포정보, 사진(꽃, 열매, 잎, 줄기, 

뿌리 등), 형태적 특성, 유사종 특징비교 등을 수록하였다.

② 분류체계

전체 분류체계는 Engler체계를 근간으로 정리하였다.

③ 학명

 이 책에 나오는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참고하였다.

④ 기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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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식물도감」 (이창복, 향문사, 1980)

「한국기준식물도감」 (이우철, 아카데미서적, 1996)

「한국의 양치식물」 (이창숙·이강협, 지오북, 2003)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이동혁, 이비락, 2013)

「한국의 귀화식물」 (박수현, 일조각, 2009)

⑤ 사진

 사진은 대부분 표본점 접근경로 및 표본점 내에서 직접 촬영하였고, 대표사진, 

꽃, 열매, 잎, 줄기, 뿌리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여 식물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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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2

5

1

3

4

1. 꽃차례   2. 꽃   3. 열매   4. 잎차례   5. 전체모습

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 위를 향해 달리는 
1개의 이삭 꽃차례에 흰색 꽃이 핀다. 
꽃잎은 없고 끝이 잘게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있으며, 수술은 3개며 길이 
1~1.9cm로 길고 흰색이며, 꽃밥은 4개로 
좌우측 수술대 윗면의 아랫부분에 각각 1개,  
중앙의 것에 2개가 있다. 씨방은 난형이며 
암술대가 없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황녹색으로  익는다.

잎 ▶    줄기 끝에 2장씩 2회 마주나는데, 마디 
사이가 짧아 마치 4장이 모여난 것처럼 
보인다. 넓은 타원형, 도란형 으로 길이 
5~11cm, 너비 3~7cm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1~1.5cm이다.

줄기 ▶   높이가 20~3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으며 털이 없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 사방으로 많은 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이남 산지의 숲속.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001 홀아비꽃대과옥녀꽃대 Chloranthus fortunei (A.Gray) Solms
조선꽃대

옥녀꽃대   C.  fortunei  홀아비꽃대   C. japonicus  

중앙의 수술대에 

2개의 꽃밥이 달린다.

이 책을 보는 방법

1 2 3

4

5

6

7

8

9

① 국명  ② 이명  ③ 학명  ④ 식물 전체사진  ⑤ 과 국명

⑥ 식물 부분사진  ⑦ 세부설명  ⑧ 식물 부분명

⑨ 유사종 특징비교 [비교종 사진과 부가설명 및 분류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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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는 방법

산에서 자주 만나는 풀 (Ⅰ) 차례

양치식물문

속새과

1. 속새

2. 개속새

3. 쇠뜨기

석송과

4. 다람쥐꼬리

5. 뱀톱

부처손과

6.  바위손

7.  부처손

8.  개부처손

9.  구실사리

10. 왜구실사리

고사리삼과

11. 고사리삼

12. 나도고사리삼

13. 늦고사리삼

14. 긴꽃고사리삼

15. 제주고사리삼

고비과

16. 고비

17. 꿩고비

실고사리과

18. 실고사리

풀고사리과

19. 발풀고사리

20. 풀고사리

고사리과

21. 부싯깃고사리

22. 산부싯깃고사리

23. 가지고비고사리

24. 고비고사리

25. 고사리

26. 공작고사리

27. 섬공작고사리

Equisetum hyemale L.

Equisetum ramosissimum Desf.

Equisetum arvense L.

Huperzia miyoshina (Makino) Ching

Huperzia serrata (Thunb.) Trevisan

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Selaginella stauntoniana Spring

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Selaginella helvetica (L.) Spring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Ophioglossum vulgatum L.

Botrypus virginicus (L.) Michx

Botrypus strictus (L. Underw.) Holub

Mankyua chejuense B.Y.Sun et al. 

Osmunda japonica Thunb.

Osmunda cinnamomea var. forkiensis Copel.

Lygodium japonicum (Thunb.) Sw.

Dicranopteris pedata (Houtt.) Nakaike

Gleichenia japonica Spreng.

Cheilanthes argentea (Gmel.) Kunze

Cheilanthes kuhnii Milde

Coniogramme japonica (Thunb.) Diels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Heller

Adiantum pedatum L.

Adiantum monochlamys D.C.Eaton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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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암공작고사리

29. 돌잔고사리

30. 돌토끼고사리

31. 바위고사리

32. 봉의꼬리

33. 큰봉의꼬리

34. 잔고사리

35. 황고사리

36. 점고사리

37. 좀고사리

넉줄고사리과

38. 넉줄고사리

면마과

39. 각시고사리

40. 개고사리

41. 뱀고사리

42. 참새발고사리

43. 가는잎족제비고사리

44. 곰비늘고사리

45. 관중

46. 금족제비고사리

47. 반들지네고사리

48. 비늘고사리

49. 산족제비고사리

50. 애기족제비고사리

51. 애기톱지네고사리

52. 주저리고사리

53. 참지네고사리

54. 큰홍지네고사리

55. 퍼진고사리

56. 홍지네고사리

57. 금털고사리

58. 낚시고사리

59. 십자고사리

60. 좀나도히초미

61. 별고사리

62. 응달고사리

63. 지네고사리

64. 가래고사리

65. 설설고사리

Adiantum capillus-junonis Rupr.

Microlepia marginata (Panzer.) C.Chr.

Microlepia strigosa (Thunb.) C.Presl

Sphenomeris chinensis (L.) Maxon

Pteris multifida Poir.

Pteris cretica L.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ex Miq.

Dennstaedtia wilfordii (Moore) H.Christ

Hypolepis punctata (Thunb.) Mett. ex Kuhn

Pleurosoriopsis makinoi (Maxim. ex Makino) Fomin

Davallia mariesii Moore ex Baker

Mcarothelypteris torresiana var. calvata (Baker) Holttum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Athyrium yokoscense (Franch. et Sav.) H.Christ

Athyrium brevifrons Kodama ex Nakai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Dryopteris uniformis (Makino) Makino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Dryopteris gymnophylla (Baker) C.Chr.

Dryopteris medioxima Koidz.

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Dryopteris bissetiana (Baker) C.Chr.

Dryopteris sacrosancta Koidz.

Dryopteris commixta Tagawa

Dryopteris fragrans var. remotiuscula (Kom.) Fomin.

Dryopteris nipponensis Koidz.

Dryopteris hondoensis Koidz.

Dryopteris expansa (C.Presl) Fraser & Jenk. et Jermy

Dryopteris erythrosora (Eat) Kuntze

Hypodematium glanduloso-pilosum (Tagawa) Ohwi

Polystichum craspedosorum (Maxim.) Diels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Polystichum braunii (Spenn.) Fee

Cyclosorus acuminatus (Houtt.) Nakai ex H.Ito

Cornopteris crenulatoserrulata (Makino) Nakai

Parathelypteris japonica (Bak.) Ching

Phegopteris connectilis (Michx.) Watt.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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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긴잎도깨비쇠고비

67. 도깨비쇠고비

68. 쇠고비

69. 가는쇠고사리

70. 꼬리쇠고사리

71. 왁살고사리

72. 만주우드풀

73. 산우드풀

74. 우드풀

75. 좀우드풀

76. 진고사리

77. 좀진고사리

78. 곱새고사리

79. 나도좀진고사리

80. 개면마

81. 야산고비

82. 청나래고사리

83. 산토끼고사리

84. 한들고사리

꼬리고사리과

85. 거미고사리

86. 개차고사리

87. 거미꼬리고사리

88. 골고사리

89. 꼬리고사리

90. 돌담고사리

91. 돌좀고사리

92. 반들깃고사리

93. 사철고사리

94. 애기꼬리고사리

고란초과

95. 고란초

96. 미역고사리

97. 좀미역고사리

98. 석위

99. 세뿔석위

100. 애기석위

101. 우단일엽

102. 산일엽초

103. 일엽초

104. 콩짜개덩굴

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

Cyrtomium falcatum (L.f.) C.Presl

Cyrtomium fortunei J.Sm.

Arachniodes aristata (G.Forst.) Tindale

Arachniodes simplicior (Makino) Ohwi

Leptorumohra miqueliana (Maxim. ex Franch. et Sav.) H.Ito

Woodsia manchuriensis Hook.

Woodsia subcordata Turcz.

Woodsia polystichoides Eat.

Woodsia intermedia Tagawa

Deparia japonica (Thunb.) M.Kato

Deparia conilii (Franch. et Sav.) M.Kato

Deparia coreana (Christ) M.Kato

Deparia pseudoconilii (Serizawa) Serizawa

Matteuccia orientalis (Hook.) Trevis.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Matteuccia struthiopteris (L.) Todaro

Gymnocarpium robertianum (Hoffm.) Newman

Cystopteris fragilis (L.) Bernh.

Camptosorus sibiricus Rupr.

Asplenium oligophlebium Baker

Asplenium x kobayashii Tagawa.

Phyllitis scolopendrium L. Newm.

Asplenium incisum Thunb.

Asplenium sarelii Hook.

Asplenium ruta-muraria L.

Asplenium boreale (Ohwi ex Kurata) Nakaike

Asplenium pekinense Hance

Asplenium varians Wall. ex Hook. et Grev.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Polypodium vulgare L.

Polypodium virginianum L.

Pyrrosia lingua (Thunb.) Farw.

Pyrrosia hastata (Thunb.) Ching

Pyrrosia petiolosa (Christ) Ching

Pyrrosia linearifolia (Hook.) Ching

Lepisorus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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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식물문

홀아비꽃대과

1. 옥녀꽃대

2. 홀아비꽃대

뽕나무과

3. 뽕모시풀

4. 환삼덩굴

쐐기풀과

5. 모시풀

6. 개모시풀

7. 왜모시풀

8. 거북꼬리

9. 풀거북꼬리

10. 물통이

11. 산물통이

12. 모시물통이

13. 가는잎쐐기풀

14. 긴꼬리쐐기풀

15. 애기쐐기풀

16. 큰쐐기풀

17. 혹쐐기풀

쥐방울덩굴과

18. 족도리풀

19. 금오족도리풀

20. 자주족도리풀

21. 털족도리풀

22. 개족도리풀

23. 무늬족도리풀

석죽과

24. 삼수개미자리

25. 개벼룩

26. 개별꽃

27. 긴개별꽃

28. 덩굴개별꽃

29. 숲개별꽃

30. 큰개별꽃

31. 장구채

32. 끈끈이장구채

33. 가는장구채

34. 가는다리장구채

35. 분홍장구채

36. 대나물

Chloranthus fortunei (A.Gray) Solms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Fatoua villosa (Thunb.) Nakai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Boehmeria nivea (L.) Gaudich.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Boehmeria longispica Steud.

Boehmeria tricuspis (Hance) Makino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Pilea peploides (Gaudich.) Hook. & Arn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Pilea mongolica Wedd.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Urtica angustifolia var. sikokiana (Makino) Ohwi

Urtica laetevirens Maxim

Girardinia cuspidata Wedd.

Laportea bulbifera (Siebold & Zucc.) Wedd

Asarum sieboldii Miq

Asarum patens (K.Yamaki) B.U.Oh

Asarum koreanum (J.Kim & C.Yook) B.U.Oh & J.K.Kim

Asarum mandshuricum (Maxim.) M. Kim & S. So

Asarum maculatum Nakai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Minuartia verna var. coreana (Nakai) H. Hara

Moehringia lateriflora (L.) Fenzl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Pseudostellaria japonica (Korsh.) Pax

Pseudostellaria davidii (Franch.) Pax

Pseudostellaria setulosa Ohwi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Silene firma Siebold & Zucc.

Silene koreana Kom.

Silene seoulensis Nakai

Silene jenisseensis Willd.

Silene capitata Kom.

Gypsophila oldhamiana Miq.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11 

37. 가는대나물

38. 별꽃

39. 쇠별꽃

40. 덩굴별꽃

41. 동자꽃

42. 제비동자꽃

43. 벼룩나물

44. 패랭이꽃

45. 술패랭이꽃

미나리아재비과

46. 개구리발톱

47. 꿩의다리

48. 금꿩의다리

49. 은꿩의다리

50. 자주꿩의다리

51. 연잎꿩의다리

52. 꼭지연잎꿩의다리

53. 좀꿩의다리

54. 긴잎꿩의다리

55. 노루귀

56. 노루삼

57. 동의나물

58. 매발톱

59. 미나리아재비

60. 왜미나리아재비

61. 바위미나리아재비

62. 개구리미나리

63. 털개구리미나리

64. 젓가락나물

65. 개구리자리

66. 바람꽃

67. 꿩의바람꽃

68. 들바람꽃

69. 만주바람꽃

70. 세바람꽃

71. 홀아비바람꽃

72. 회리바람꽃

73. 나도바람꽃

74. 너도바람꽃

75. 변산바람꽃

76. 모데미풀

77. 복수초

78. 개복수초

79. 세복수초

80. 승마

81. 눈빛승마

Gypsophila pacifica Kom.

Stellaria media (L.) Vill.

Stellaria aquatica (L.) Scop.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Lychnis cognata Maxim.

Lychnis wilfordii (Regel) Maxim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Dianthus chinensis L.

Dianthus longicalyx Miq.

Semiaquilegia adoxoides (DC.) Makino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H.Le′v.) Nakai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Thalictrum uchiyamae Nakai

Thalictrum coreanum H.Le′v.

Thalictrum ichangense Lecoy. ex Oliv.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Thalictrum simlex var. brevipes Hara 

Hepatica asiatica Nakai 

Actaea asiatica H. Hara  

Caltha palustris L. var. palustris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Ranunculus japonicus Thunb.

Ranunculus franchetii H.Boissieu

Ranunculus crucilobus H.Le′v. 

Ranunculus tachiroei Franch. & Sav.

Ranunculus cantoniensis DC.

Ranunculus chinensis Bunge

Ranunculus sceleratus L.

Anemone narcissiflora L.

Anemone raddeana Regel

Anemone amurensis (Korsh.) Kom.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Anemone stolonifera Maxim.

Anemone koraiensis Nakai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Enemion raddeanum Regel

Eranthis stellata Maxim.

Eranthis byunsanensis B.Y.Sun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Adonis pseudoamurensis W.T.Wang

Adonis multiflora Nishikawa & Koki Ito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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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잎승마

83. 왜승마

84. 촛대승마

85. 큰제비고깔

86. 노랑투구꽃

87. 놋젓가락나물

88. 백부자

89. 투구꽃

90. 세뿔투구꽃

91. 지리바꽃

92. 한라돌쩌귀

93. 진범

94. 흰진범

95. 할미꽃

양귀비과

96. 애기똥풀

97. 매미꽃

98. 피나물

현호색과

99. 현호색

100. 좀현호색

101. 조선현호색

102. 점현호색

103. 갈퀴현호색

104. 각시현호색

105. 들현호색

106. 쇠뿔현호색

107. 산괴불주머니

108. 선괴불주머니

109. 염주괴불주머니

110. 자주괴불주머니

111. 금낭화

범의귀과

112. 산괭이눈

113. 선괭이눈

114. 애기괭이눈

115. 금괭이눈

116. 흰괭이눈

117. 누른괭이눈

118. 가지괭이눈

119. 나도승마

120. 노루오줌

121. 숙은노루오줌

Cimicifuga heracleifolia var. bifida Nakai

Cimicifuga japonica (Thunb.) Spreng.

Cimicifuga simplex (DC.) Turcz.

Delphinium maackianum Regel

Aconitum sibiricum Poir.

Aconitum ciliare DC.

Aconitum coreanum (H.Le′v.) Rapaics

Aconitum jaluense Kom.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Aconitum chiisanense Nakai

Aconitum japonicum subsp. napiforme (H.Le′v. & Vaniot) Kadota

Aconitum pseudolaeve Nakai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Coreanomecon hylomeconoides Nakai

Hylomecon vernalis Maxim.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Corydalis decumbens (Thunb.) Pers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Corydalis grandicalyx B.U.Oh & Y.S.Kim

Corydalis misandra B.U.Oh

Corydalis ternata (Nakai) Nakai

Corydalis cornupetala Y.H.Kim et J.H.Jeong

Corydalis speciosa Maxim

Corydalis pauciovulata Ohw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Corydalis incisa (Thunb.) Pers

Dicentra spectabilis (L.) Lem.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H.Le′v.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 Hara

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Chrysosplenium ramosum Maxim.

Kirengeshoma koreana Nakai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Astilbe koreana (Kom.) Nakai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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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44

245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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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깨비부채

123. 물매화

124. 구실바위취

125. 바위떡풀

126. 참바위취

괭이밥과

127. 괭이밥

128. 선괭이밥

129. 애기괭이밥

130. 큰괭이밥

아마과

131. 개아마

운향과

132. 백선

제비꽃과

133. 고깔제비꽃

134. 금강제비꽃

135. 애기금강제비꽃

136. 태백제비꽃

137. 남산제비꽃

138. 단풍제비꽃

139. 뫼제비꽃

140. 민둥뫼제비꽃

141. 자주잎제비꽃

142. 알록제비꽃

143. 자주알록제비꽃

144. 제비꽃

145. 서울제비꽃

146. 왜제비꽃

147. 털제비꽃

148. 호제비꽃

149. 흰젖제비꽃

150. 흰제비꽃

151. 흰털제비꽃

152. 낚시제비꽃

153. 긴잎제비꽃

154. 넓은잎제비꽃

155. 졸방제비꽃

156. 왕제비꽃

157. 콩제비꽃

158. 노랑제비꽃

159. 장백제비꽃

160. 둥근털제비꽃

161. 잔털제비꽃

Rodgersia podophylla A.Gray

Parnassia palustris L.

Saxifraga octopetala Nakai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Oxalis corniculata L.

Oxalis stricta L.

Oxalis acetosella L.

Oxalis obtriangulata Maxim.

Linum stelleroides Planch.

Dictamnus dasycarpus Turcz.

Viola rossii Hemsl.

Viola diamantiaca Nakai

Viola yazawana Makino

Viola albida Palib.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Viola albida f. takahashii (Makino) W.T.Lee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Viola violacea Makino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var. variegata

Viola variegata var. chinensis Bunge 

Viola mandshurica W.Becker

Viola seoulensis Nakai

Viola japonica Langsd. ex DC.

Viola phalacrocarpa Maxim.

Viola yedoensis Makino

Viola lactiflora Nakai

Viola patrinii Ging

Viola hirtipes S.Moore

Viola grypoceras A.Gray

Viola ovato-oblonga (Miq.) Makino

Viola mirabilis L.

Viola acuminata Ledeb

Viola websteri Hemsl.

Viola verecunda A.Gray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Viola biflora L.

Viola collina Besser

Viola keiskei Miq.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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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탑과

162. 개미탑

두릅나무과

163. 인삼

앵초과

164. 금강봄맞이

165. 까치수염

166. 큰까치수염

167. 앵초

168. 설앵초

169. 좀가지풀

170. 참기생꽃

171. 좁쌀풀

172. 참좁쌀풀

173. 큰앵초

174. 홍도까치수염

용담과

175. 쓴풀

176. 개쓴풀

177. 자주쓴풀

178. 네귀쓴풀

179. 큰잎쓴풀

180. 대성쓴풀

181. 구슬붕이

182. 큰구슬붕이

183. 과남풀

184. 용담

185. 꼬인용담

186. 고산구슬붕이

187. 흰그늘용담

188. 덩굴용담

189. 닻꽃

가지과

190. 가시꽈리

191. 꽈리

192. 미치광이풀

193. 배풍등

열당과

194. 가지더부살이

연복초과

195. 연복초

Halo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Panax ginseng C.A.Mey.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Lysimachia clethroides Duby

Primula sieboldii E.Morren

Primula modesta var. hannasanensis T.Yamaz.

Lysimachia japonica Thunb.

Trientalis europaea L.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Lysimachia coreana Nakai

Primula jesoana Miq.

Lysimachia pentapetala Bunge

Swertia japonica (Schult.) Griseb.

Swertia diluta var. tosaensis (Makino) H. Hara

Swertia pseudochinensis H. Hara

Swertia tetrapetala (Pall.) Grossh.

Swertia wilfordii J.Kern.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

Gentiana squarrosa Ledeb. var. squarrosa

Gentiana zollingeri Faw.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Gentiana scabra Bunge

Gentianopsis contorta (Royle) Ma

Gentiana wootchuliana W.K.Paik

Gentiana chosenica Okuyama

Tripterospermum japonicum (Siebold & Zucc.) Maxim.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Physaliastrum japonicum (Franch. & Sav.) Honda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i (Mast.) Makino

Scopolia japonica Maxim.

Solanum lyratum Thunb.

Phacellanthus tubiflorus Siebold & Zucc.

Adoxa moschatellin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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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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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과

196. 더덕

197. 만삼

198. 모시대

199. 도라지모시대

200. 수원잔대

201. 층층잔대

202. 진퍼리잔대

203. 금강초롱꽃

204. 초롱꽃

205. 도라지

206. 숫잔대

207. 영아자

208. 자주꽃방망이

골풀과

209. 골풀

210. 길골풀

211. 꿩의밥

212. 별꿩의밥

백합과

213. 나도개감채

214. 나도옥잠화

215. 꽃장포

216. 숙은꽃장포

217. 두루미꽃

218. 각시둥굴레

219. 늦둥굴레

220. 둥굴레

221. 안면용둥굴레

222. 죽대

223. 진황정

224. 층층둥굴레

225. 퉁둥굴레

226. 개맥문동

227. 맥문동

228. 무릇

229. 땅나리

230. 말나리

231. 솔나리

232. 중나리

233. 털중나리

234. 하늘나리

235. 하늘말나리

236. 달래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Codonopsis pilosula (Franch.) Nannf.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Adenophora polyantha Nakai

Adenophora verticillata Fisch.

Adenophora palustris Kom.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Campanula punctata Lam.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Lobelia sessilifolia Lamb.

Asyneuma japonicum (Miq.) Briq.

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ex KerGawl.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Juncus tenuis Willd.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Luzula plumosa E.Mey.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Clintonia udensis Trautv. & C.A.Mey

Tofieldia nuda Maxim.

Tofieldia coccinea Rich.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Polygonatum humile Fisch. ex Maxim.

Polygonatum infundiflorum Y.S.Kim et al.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Polygonatum xdesoulavyi Kom.

Polygonatum lasianthum Maxim.

Polygonatum falcatum A.Gray

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Polygonatum inflatum Kom.

Liriope spicata (Thunb.) Lour.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Lilium callosum Siebold & Zucc.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Lilium cernuum Kom.

Lilium leichtlinii var. maximowiczii (Regel) Baker

Lilium amabile Palib.

Lilium concolor Salisb.

Lilium tsingtauense Gilg

Allium monanthum Ma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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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산달래

238. 산마늘

239. 산부추

240. 참산부추

241. 일월비비추

242. 좀비비추

243. 방울비짜루

244. 비짜루

245. 천문동

246. 뻐꾹나리

247. 삿갓나물

248. 자주솜대

249. 풀솜대

250. 애기나리

251. 큰애기나리

252. 윤판나물

253. 윤판나물아재비

254. 얼레지

255. 여로

256. 흰여로

257. 푸른여로

258. 참여로

259. 박새

260. 연영초

261. 백운산원추리

262. 노랑원추리

263. 큰원추리

264. 원추리

265. 은방울꽃

266. 금강애기나리

267. 애기중의무릇

268. 중의무릇

269. 여우꼬리풀

270. 쥐꼬리풀

271. 처녀치마

272. 밀나물

273. 선밀나물

274. 칠보치마

마과

275. 마

276. 참마

277. 각시마

278. 단풍마

279. 부채마

Allium macrostemon Bunge

Allium microdictyon Prokh.

Allium thunbergii G.Don

Allium sacculiferum Maxim.

Hosta capitata (Koidz.) Nakai 

Hosta minor (Baker) Nakai

Asparagus oligoclonos Maxim.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Tricyrtis macropoda Miq.

Paris verticillata M.Bieb. 

Smilacina bicolor Nakai

Smilacina japonica A.Gary

Disporum smilacinum A.Gray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Disporum uniflorum Baker

Disporum sessile D.Don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Veratrum versicolor Nakai

Veratrum versicolor f. viride Nakai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Veratrum oxysepalum Turcz.

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Hemerocallis middendorffii Trautv. & C.A.Mey.

Hemerocallis fulva (L.) L.

Convallaria keiskei Miq.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Gagea hiensis Pascher

Gagea lutea (L.) KerGawl.

Aletris glabra Bureau & Franch.

Aletris spicata (Thunb.) Franch. 

Heloniopsis koreana Fuse & N.S.Lee & M.N.Tamura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Smilax nipponica Miq.

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Dioscorea batatas Decne. 

Dioscorea japonica Thunb.

Dioscorea tenuipes Franch. & Sav.

Dioscorea quinqueloba Thunb.

Dioscorea nipponica Ma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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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꽃과

280. 각시붓꽃

281. 솔붓꽃

282. 난장이붓꽃

283. 붓꽃

284. 꽃창포

285. 금붓꽃

286. 노랑무늬붓꽃

난초과

287. 감자난초

288. 나리난초

289. 옥잠난초

290. 나도제비란

291. 닭의난초

292. 청닭의난초

293. 잠자리난초

294. 해오라비난초

295. 방울새란

296. 큰방울새란

297. 병아리난초

298. 대흥란

299. 보춘화

300. 광릉요강꽃

301. 복주머니란

302. 비비추난초

303. 사철란

304. 섬사철란

305. 털사철란

306. 새우난초

307. 나도씨눈란

308. 씨눈난초

309. 약난초

310. 으름난초

311. 금난초

312. 꼬마은난초

313. 은난초

314. 은대난초

315. 넓은잎잠자리란

316. 제비난초

317. 갈매기난초

318. 산제비란

319. 구름병아리난초

320. 지네발란

321. 천마

322. 타래난초

Iris rossii Baker

Iris ruthenica KerGawl.

Iris uniflora var. caricina Kitag

Iris sanguinea Donn ex Horn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Iris minutoaurea Makino

Iris odaesanensis Y.N.Lee

Oreorchis patens (Lindl.) Lindl.

Liparis makinoana Schlech.

Liparis kumokiri F.Maek.

Orchis cyclochila (Franch. & Sav.) Soo

Epipactis thunbergii A.Gray

Epipactis papillosa Franch. & Sav

Habenaria linearifolia Maxim.

Habenaria radiata (Thunb.) Spreng.

Pogonia minor (Makino) Makino

Pogonia japonica Rchb.f.

Amitostigma gracile (Blume) Schltr.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Cypripedium japonicum Thunb.

Cypripedium macranthos Sw.

Tipularia japonica Matsum.

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f.

Goodyera maximowicziana Makino

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Calanthe discolor Lindl.

Herminium monorchis (L.) R.A.Br

Herminium lanceum var. longicrure (C.Wright) H. Hara

Cremastra variabilis (Blume) Nakai ex Shibata

Galeola septentrionalis Rchb.f.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Cephalanthera erecta var. subaphylla (Miyabe & Kudo) Ohwi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Tulotis asiatica Hara

Platanthera freynii Kraenzl. 

Platanthera japonica (Thunb.) Lindl.

Platanthera mandarinorum var. brachycentron (Franch. & Sav.) Koidz. ex Ohwi

Gymnadenia cucullata (L.) Rich.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Gastrodia elata Blume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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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001 속새 속새과Equisetum hyemale L.

줄기	 ▶					짙은	녹색이며	가지가	없고	10~18개의	능선이	있다.	

능선	위에는	2줄의	가는	점들이	2줄로	이어지며	

잎집은	치편을	포함하여	길이	8~15mm정도이다.	

포자낭수	▶				포자경과	영양경의	구분이	없고	줄기	끝에	달리며,	

길이	6~10mm정도로	끝에	돌기가	있고	자루가	없다.	

뿌리	 ▶				땅속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30~6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북부지방,	제주도,	울릉도	/	중국,	러시아,	북미,	

유럽,	일본	등지.			

1.	잎집(엽초)과	치편			2.	포자낭수			

▶유사종의 검색표
1.포자경이 따로 있다. ----------- 쇠뜨기

1.포자경이 따로 없고 원줄기의 끝에서

   포자낭수가 달린다.

    2.포자낭수에 길이 3cm 안팎의 

       자루가 있다. ---------------- 개쇠뜨기

    2. 포자낭수에 자루가 없다. 

        3.원줄기에 가지가 없다. 

           4.줄기는 지름이 7mm 안팎이고,

              14~50개의  능선이 있다.   

                              ------------- 속새

           4.줄기는 지름이 1mm이하이고,

               6개 정도의 능선이 있다.

                              ------------- 좀속새

        3.원줄기에 2~3개의 가지가 있다. 

                              ------------- 개속새

쇠뜨기 E. arvense 개속새 E. ramosissimum 

포자낭수

치편

잎집(엽초)

21

치편

잎집

유사종 특징비교



      21 

002 개속새 속새과Equisetum ramosissimum  Desf.

줄기	 ▶					원줄기는	지름이	5mm	안팎으로	능선이	많고	밑이나	

중간	부분의	마디에서	몇	개의	가지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과,	가지가	없는	것도	있다.	잎집은	녹색이고	

가장자리의	톱니(치편)는	막질로서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다.

포자낭수	▶				원줄기의	끝에	달리며	길이	1~2cm로	자루가	없고,	

끝은	둔하거나	돌기가	있다.

뿌리	 ▶				땅속을	길게	뻗으며	흑색이다.

크기	 ▶			30~10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대만,	유럽,	일본,	아프리카.			

1.	잎집(엽초)과	치편			2.	영양경과	포자낭수			

21

치편

잎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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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	▶				길이	20cm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는	가지와	비늘	

같은	잎집이	돌려	난다.	잎집은	녹색으로	짙은	갈색의	

톱니(치편)와	함께	길이는	5mm	정도이다.	영양경은	

포자가	산포된	후에	나온다.		

포자경	▶				길이	8~35cm정도로	가지를	치지	않으며	끝에서	

포자낭수가	생긴다.	마디에는	갈색의	잎집과	짙은	

갈색의	치편이	있다.

포자낭수	▶				긴	타원형,	길이	2~4cm로	자루가	있다.	포자를	

산포한	후에는	포자경과	함께	말라	죽는다.

뿌리	 ▶				땅속을	길게	뻗는다.

크기	 ▶			20~4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온대와	난대.			
1.	영양경			2.	포자경과	포자낭수			3.	포자경의	구조			

4.	포자가	산포된	후	영양경이	나오는	모습			5.	영양경의	새순

003 속새과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뱀밥

포자낭수

잎집(엽초)

영양경 새순

치편

21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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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은	침상	피침형이고	밑에서부터	점차	좁아져서	

끝이	뾰족해지며	주맥은	그리	뚜렷하지	않고	길이	

3~7mm로	윗부분에서는	옆으로	퍼지거나	비스듬히	

위로	향하지만	밑부분에서는	젖혀지기도	한다.

포자낭수	▶				포자낭은	윗쪽의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가지	

끝부분에	생기는	무성아는	자루가	없고	녹색이며	

좌우에	날개가	있고	끝이	파지며,	떨어져	땅에	닿으면	

싹이	돋아서	새로운	개체로	된다.

줄기	 ▶				밑부분이	옆으로	자라면서	Y자모양	몇	번	갈라지며	

가지는	곧게	선다.

크기	 ▶			5~15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높은	산지	/	중국,	일본.		
1.	잎			2.	포자낭수		

004 다람쥐꼬리 석송과Huperzia miyoshina (Makino) Ching
북솔석송

21



2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줄기에	다소	성글게	모여나며	옆으로	퍼지거나	

밑으로	처지고	좁은	피침형으로서	선명한	녹색이며	

편평하고	길이	6~20mm,	너비	1~5mm	정도이다.	

주맥이	뒷면에서	뚜렷하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밑부분은	좁아져서	자루같고	

끝이	뾰족하다.

포자낭수	▶				포자낭은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콩팥모양이며	자루가	

없다.	줄기	윗부분	끝의	녹색의	무성아	생기며	떨어지면	

싹이	돋는다.	

줄기	 ▶				밑부분이	약간	옆으로	눕거나	비스듬히	서며	원줄기가	

갈라지기도	한다.

크기	 ▶			7~25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대만,	인도,	일본	등지.	 1.	잎			2.	포자낭수			

005 석송과뱀톱 Huperzia serrata (Thunb.) Trevisan
배암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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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은	4줄로	밀생하고	난상이며	길이	1.5~2mm로서	

끝이	실같은	돌기로	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포자잎은	난상	삼각형이며,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고	가늘며,	포자낭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포자낭수	▶				잔가지	끝에	1개씩	달리며	네모가	지고,	길이	5~15mm이다.

줄기	 ▶				높이	20cm정도로	헛줄기와	뿌리가	엉겨	줄기처럼	

형성된	끝에서	많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서	자란다.

형태	 ▶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	/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

1.	앞면			2.	뒷면				

3.	헛줄기와	건기모습			4.	잎몸			5.	건기의	모습			

006 바위손 부처손과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21

4 53

헛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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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은	원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오고,	3~4회	깃꼴로	

갈라진다.	2가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의	2개가	돌려난다.	

복엽은	길이	1.5mm정도의	난형,	넓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윗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배엽은	난형,	

표면에	주맥이	뚜렷이	나타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포자잎은	삼각상	난형이며	길이	1mm내외로	

바늘처럼	끝이	뾰족하고	밑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포자낭수	▶				1년생가지	끝에	1개씩	달리고	사각기둥	모양이며	

지름은	1mm안팎이다.

줄기	 ▶				뿌리줄기에서	뭉쳐나지	않고	1개씩	나온다.	

뿌리	 ▶				가늘고	단단하며	끝에	수염뿌리가	난다.

크기	 ▶			15~40cm정도.		

형태	 ▶			상록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열대아시아. 1.	원줄기잎차례(앞면)			2.원줄기잎차례(뒷면)				

007 부처손과부처손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21



      27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원줄기의	잎은	부처손보다	조밀하게	붙고	우편은	

3~4회	깃꼴로	갈라진다.	영양잎은	같은	모양의	

2개가	돌려나며,	복엽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에	털	같은	돌기가	많다.	배엽은	난상	피침형으로	

복엽의	크기에	비해	1/2	정도로	작다.	포자잎은	난형이며	

길이는	1.5mm정도이다.

포자낭수	▶				가지	끝에	1개씩	달리고	사각기둥	모양으로	길이는	

5~15mm이다.

줄기	 ▶				땅속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오고	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크기	 ▶			10~2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남부	지방의	석회암지대.

1.	포자낭수			2.	전체모습			3.	뿌리줄기					

008 부처손과개부처손  Selaginella stauntoniana Spring

21

3

부처손 S. involvens

원줄기에 붙는 잎의 간격이 성글게 붙고 

잎뒷면(배면)의 주맥이 뚜렷하다.

개부처손 S. stauntoniana

원줄기에 붙는 잎의 간격이 서로 겹치며 

잎뒷면(배면)의 주맥이 불분명하다.

부처손 개부처손



2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영양잎은	4줄로	배열,	측엽은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수평하게	퍼지고	난형으로	양쪽 밑에 굵은 털같은 
톱니가 있고,	양끝이	좁으며	끝은	측엽과	더불어	
가시	같이	뾰족하고	2줄로	빽빽하게	가지에	들어	
붙으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가지와	더불어	연한	
녹색이다.	길이	약	2mm이며	비늘조각	같다.	포자잎은	
삼각상으로	배처럼	양쪽	가장자리가	접어들며	뒷면에	
능선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끝이	뾰족	
하고	길이	약	1mm정도이다.	

포자낭수	▶				가지	끝에	1~2개씩	달리며	자루가	없는	사각기둥	
모양이다.

줄기	 ▶				원줄기는	철사같이	단단하며,	붉은빛이	돌며	옆으로	
뻗으면서	2개씩	갈라지고,	군데군데에서	뿌리를	
내린다.	

크기	 ▶			10~2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1.	영양잎	앞면			2.	영양잎	뒷면			3.	포자잎과	포자낭	

4.전체모습	(4.	여름)	5~6.		겨울모습	

009 구실사리 부처손과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바위비늘이끼, 구슬살이, 구슬사리 

31

4

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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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2가지 모양의 잎이	있으며	영양잎은	밑부분의	잎이	

비스듬히	퍼지거나	뒤로	조금	젖혀지며	긴타원형,	

난상	긴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길이	(1.2)1.5~1.8mm,	

너비	1mm로	연한	녹색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주맥이 희미하다.	중앙의	잎은	좁은	난형이고	약간	

뾰족하며	비스듬히	퍼지고	길이	1mm이다.	포자잎은	

모양이	모두	같고	비스듬히	서며	길이	1.2~1.5mm,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포자낭수	▶				포자낭이	달리는	줄기는	곧게	서고		포자낭은	큰포자낭,	

작은포자낭이	있다.

줄기	 ▶				땅위를	기며	지름은	3mm정도이다.

크기	 ▶			1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북아메리카,	러시아,	일본	등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4.	영양잎			2.	포자잎과	포자낭		(a-작은포자낭,	b-큰포자낭)

3.	포자잎			5.	영양잎	전체모습	

010 부처손과왜구실사리 Selaginella helvetica (L.) Spring
좀비늘이끼, 왜구슬사리 

1mm

1mm

a

b

21

4 53



3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공통자루는	2~4cm로	짧다.	영양잎의	잎몸은	부드	

러운	가죽질의	녹색으로,	3~4회깃꼴로	갈라지며,	

길이	5~12cm의	난형	또는	긴난형이고	끝이	뾰족	

하며,	긴	자루가	있다.	우편은	긴난형,	난형이며	

바깥쪽	아래	첫	번째	소우편이	가장	크다.	열편은	

넓은	타원형,	넓은	난형이며	끝이	둥글고	너비	2~3mm	

이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포자잎은	2~3회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영양엽보다	훨씬	길며	길이	

12~25cm정도이다.

포자낭수	▶				원뿔모양이며	2~3회깃꼴로	갈라지며,	포자낭은	

좁쌀	같다.

크기		 ▶			40cm정도	자란다.

형태	 ▶			동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네팔,	일본	등지.

비고	 ▶			겨울을	지내는	동안	단풍이	들기도	한다.

1.	포자낭수			2.	영양엽			3.	전체모습

4.	영양엽			5.	영양엽(단풍든	모습)

011 고사리삼  고사리삼과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꽃고사리

3월29일

1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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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공통자루는	길이	2~15cm,	영양잎은	길이	6~12cm로	

자루가 없으며,	밑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포자낭수의	

자루를	반쯤	감싸며	털이	없으며	넓은	난형	또는	

콩팥모양이고	끝이	둔하며,	그물맥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물결모양이다.

포자낭수	▶				잎보다	높이	자라며	선형으로	길이	2~4cm이다.	

뿌리	 ▶				짧고	곧으며	원통모양,	밑에서	굵은	뿌리가	퍼지고	

매년	잎이	1개씩	나온다.

크기	 ▶			15~30cm정도	자란다.

형태	 ▶			하록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등.	

1.	영양엽			2.	포자낭수	

012 고사리삼과나도고사리삼 Ophioglossum vulgatum L.
줄고사리 

1 2



3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공통자루는	15~30cm정도로	털이	없고	아랫쪽에	

막질의	인편이	있다.	영양잎은	열편에	잎자루가	

있고	3~4회 깃꼴로 갈라져	전체가	3출엽처럼	

되어	넓은	오각형	또는	삼각형이며,	열편은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깊게	갈라지거나	

깊은	톱니가	있다.	공통자루의	15~30cm	높이에서	

영양잎과	포자잎이	갈라진다.

포자낭수	▶				첫째	우편이	갈라진	곳에서	곧추	자라	윗부분이	

3~4회 깃꼴로 갈라져 난상 삼각형 또는 원추상 

으로 좁쌀같은 포자낭이 달린다.	

크기	 ▶			30~70cm정도.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일본.		

1.	영양엽			2.	포자낭수			3.	늦고사리삼

013 늦고사리삼  고사리삼과Botrypus virginicus (L.) Michx
여름고사리삼

긴꽃고사리삼 B. strictus
	: 영양잎은 2~3회 깃꼴로 갈라지고

   열편에 자루가 없으며, 첫째 열편이

   흘러서 좁은 날개로 되며, 포자잎이 

    2회 깃꼴로 깊게 갈라져서 짧은

   열편으로 전체가 좁은 타원형 또는

   피침형처럼 되는 것이 

   늦고사리삼과 다르다.

1 2

3

유사종 특징비교

잎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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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공통자루는	길이	15~27cm로	둥글며,	밑부분에	갈색	

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한	난형으로	길이가	2~3cm인	

막질의	비늘조각이	1개	있다.	영양잎은	2~3회	깃꼴로	

갈라지고,	좁고	긴타원형의	소우편은 자루가 없으며,	

우축과	소우축의	뒷면에	흰털이	드문드문	있다.	

포자엽은	2회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짧은	우편이	

밀집하여	전체가	좁은	긴타원상	또는	피침형처럼	된다.

포자낭수	▶			포자낭은	세로로	갈라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게	선다.

크기	 ▶			30~80cm정도.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긴꽃고사리삼	포자엽			2.	늦고사리삼	포자엽

3.	전체모습			4.	영양엽			5.	공통자루

014 긴꽃고사리삼  고사리삼과Botrypus strictus  (L. Underw.) Holub
긴여름꽃고사리, 긴꽃고사리

1 2

3 4 5



3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공통자루는	길이	8~12cm로	털이	없으며	녹색이다.	

영양잎은	자루에	방사상으로	퍼져	3개로	갈라지며,	

다시	2개로	갈라져	5~6개의	짧은	자루가	있는	우편	

처럼	보이며	가장자리는	톱니가	있다.	열편은	길이	

3~4cm로	난상	피침형이며	끝이	둥글거나	약간	

뾰족하다.	포자잎은	이삭처럼	줄기	끝과	영양잎의	

밑부분에서	1~3개가	나온다.	

포자낭수	▶				포자잎	가장자리를	따라	2줄로	배열한다.

뿌리	 ▶				땅속줄기는	흑갈색으로	옆으로	기며,	1~2개의	잎이	

나온다.	

크기	 ▶			10~12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15 고사리삼과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B.Y.S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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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	2가지가	있으며,	어릴때는	적갈색	

솜털로	덮혀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영양잎은	길이	

30~80cm로	황록색이고	2회깃꼴겹잎이며	끝이	

좁아져서	뾰족하고	밑부분이	약간	좁아진다.	

우편은	퍼지고	자루가	없으며	길이	5~17cm정도로	

끝이	뾰족하고	열편은	밋밋하며	끝이	둥글고	가장	

자리에	털이	약간	남는다.	

포자낭군	▶				포자잎은	영양엽보다	먼저	나오고	2회	깃꼴겹잎	

으로	우축의	양쪽에	포자낭이	빽빽이	붙으며	영양잎	

으로	둘러	싸인다.	포자잎은	포자가	산포된	후	없어진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선다.

크기	 ▶			60~10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동아시아,	일본.	
1.	잎			2.	포자낭군			3~4.	새순			

5.	영양잎과	포자잎이	성장하는	모습

016 고비과고비 Osmunda japonica Thunb.

1 2

3 4 5



3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영양잎과	포자잎	2가지가	있다.	어릴때는	적갈색	

솜털로	덮혀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영양잎은	길이	

30~80cm로	황록색이고	2회깃꼴겹잎이며	끝이	

좁아져서	뾰족하고	밑부분이	약간	좁아진다.	

우편은	자루가	없으며	길이	5~17cm정도로	끝이	

뾰족하고	열편은	밋밋하며	끝이	둥글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포자낭군	▶				포자잎은	영양잎보다	먼저	나오고	2회	깃꼴겹잎	

으로	우편은	거의	우축에	붙고	각열편에	포자낭이	

빽빽이	붙으며	영양잎으로	둘러	싸인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	끝에서	잎이	모여난다.

크기	 ▶			1m	내외.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등지.		
1.	잎			2.	포자낭군		

017 꿩고비 고비과Osmunda cinnamomea var. forkiensis Cope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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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우편은	어긋나게	달리며,	잎자루가	원줄기처럼	길게	

자라	다른	물체를	감아	오르면서	길이	2m내외로	

자란다.	우편은	처음	한	쌍의	열편이	갈라지면	생장이	

중지되고	끝에	눈이	생기므로	Y자로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인다.	열편은	3출엽이며	2~3회	깃꼴로	

갈라지고	열편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특히	

정열편이	길게	자라며,	변화가	많다.

포자낭군	▶				열편	뒷면	가장자리에	달리고	위포막에	덮히며,	

위포막의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딱딱하고	땅속을	기며	Y자로	뻗고	검은	

털이	있다.		

크기	 ▶			1~2m안팎.

형태	 ▶			하록성,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울릉도	/	중국,	대만,	호주,	네팔	등.
1.	잎(우편)			2.	포자낭군의	모습			

018 실고사리   실고사리과Lygodium japonicum  (Thunb.) Sw.

21



3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20~60cm로서	딱딱하며	자갈색의	

광택이	있고	끝이	2개로	갈라진다.	잎몸은	Y자로	

가지를	치며	모두	6개의	우편으로	된다.	우편은	긴	

타원상	피침형이고	길이	15~40cm정도로서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표면은	녹색의	광택이	있고	뒷면은	

흰빛이	돌며	적갈색의	털이	약간	있다.	열편은	선형	

이며,	너비	3~4mm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끝은	

둔하거나	오목하고,	수평으로	퍼진다.

포자낭군	▶				작고	둥글며	가장자리와	중맥의	중간에	1열로	붙고,	

포막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뻗고	갈색털이	있다.

크기	 ▶			40~20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 1.	전체모습			2.	포자낭군(미성숙)			

3.	새잎이	펼쳐지는	모습			4.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	

019 풀고사리과발풀고사리 Dicranopteris pedata (Houtt.) Nakaik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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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30~100cm로	원주형이고	굵으며	

끝에	한	쌍의	우편이	있다.	잎몸은	중축의	끝에	잎	

같은	포에	싸인	눈이	있다.	우편은	2회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50~100cm정도로	표면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고,	뒷면은	회녹색이고	떨어지기	쉬운	

별모양털이	있다.	소우편은	좁은	피침형,	선형이며	

길이	10~15cm정도로	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수평	

으로	퍼진다.	열편은	긴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	

하고	끝이	둥글다.

포자낭군	▶				가장자리와	중맥의	중간에	1열로	붙고,	포막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뻗고	어릴	때는	인편이	있다.

크기	 ▶			100~20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태국,	인도,	일본	등지. 1.	잎몸(엽신)			2.	포자낭군(미성숙)			

3.	새순이	펼쳐지는	모습			4.	중축의	눈(포에	싸임)			5.	전체모습

020 풀고사리 풀고사리과Gleichenia japonica Spren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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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길이	10~20㎝정도인	오각형의	잎이	뿌리줄기의	

끝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잎몸보다	훨씬	길고	자갈색	

광택이	있으며	부러지기	쉽고	밑부분에	좁은	인편이	

붙는다.	잎몸의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백색	또는	

황백색의	가루로	덮이며	잎축은	자갈색이다.	뒷면이	

녹색을	띠는	것을	청부싯깃고사리 C. argentea f. 
obscura라	하나	개체변이로	보기도	한다.

포자낭군	▶				포자낭이	달리는	잎은	가장자리가	뒤로	말려서	포막	

처럼	되어	서로	연결되며	안에	포자낭이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추	서거나	비스듬히	선다.

크기	 ▶			10~20(3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필리핀	등지. 1.	잎			2.	잎뒷면의	포자낭군			3.	건조기의	모양			4.	어린모습

5.	청부싯깃고사리	C. argentea f. obscura의	잎뒷면		

021 고사리과부싯깃고사리 Cheilanthes argentea (Gmel.) Kunze
부싯낏고사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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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광택이	나는	짙은	

갈색으로	잘	부러지며	밑부분에	인편이	있다.	

잎몸은	길이	20~30cm정도로	잎자루보다	길며,	

피침형에	가깝고	2회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표면은	

녹색,	뒷면은	2가지	형태로	대부분	분백색이나	녹색인	

것도	있다.	첫째	우편에는	짧은	자루가	있으나	위로	

갈수록	없어지고	열편은	끝이	둔하며	난상	긴타원형,	

가장자리에	둔한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고	뒤로	말려	

서로	연결된	포막처럼(위포막)	된다.

포자낭군	▶				열편의	가장자리의	위포막으로	덮힌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다.	

크기	 ▶			15~40(50)cm정도.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북부	지역의	산지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	잎			2.	잎뒷면의	포자낭군			3.	2가지	모습의	잎뒷면

4.	어린모습			5.	새순

022 산부싯깃고사리 고사리과Cheilanthes kuhnii Milde
부싯깃꼬리고사리, 바위부시낏고사리, 북부고시낏고사리

1 2

3 4 5



4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유사종 특징비교

잎	 ▶				잎자루는	길이	50~60cm,	연한	녹색이나	뒷면은	

흑갈색이다.	잎몸은	길이	40~50cm,	너비	30~35cm로	

긴난형,	3~5쌍의	우편으로	갈라지고	가장	밑쪽의	

1~2쌍은	다시	깃꼴로	갈라진다.	잎맥은	중맥	부근	

에서는	그물맥이고,	가장자리	가까이에서는	불규칙한	

유리맥이며	가장자리까지 닿지 못한다.	우편과	열편은	

선상	긴타원형으로	점차	좁아지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짧은	자루가	있다.

포자낭군	▶				측맥을	따라	달리고	잎맥	끝까지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뻗으며	잎이	드문드문	

나오고	연한	갈색	인편이	있다.

크기	 ▶			50~100cm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주로	남부지방)	/	중국,	대만,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023 고사리과가지고비고사리 Coniogramme japonica (Thunb.) Diels

고비고사리
 : 측맥은 2개씩 갈라져서 나란히 퍼져
   가장자리에 닿거나 톱니 안으로 들어
   간다.

가지고비고사리
 : 측맥은 톱니 밑까지 닿지 못하며  
   그물맥을 형성한다.

개가지고비고사리

Coniogramme x faurieri
 : 고비고사리와 가지고비고사리의
   잡종으로 그물맥은 가지고비고사리에 
   비해 여러 곳에 부분적으로 생기며 
   미약하다.

고비고사리 C. intermedia 가지고비고사리 C. japonic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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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20~50(70)cm,	연한	녹색이고	밋밋	

하며	뒷면에	자줏빛이	돈다.	잎몸은	난상	긴타원형,	

연한	녹색,	길이는	(20)40~60cm,	2~3회	깃꼴로	

갈라져	(5)7~8(9)쌍의	우편으로	된다.	우편은	선상	

긴타원형이고	끝이	갑자기	좁아져서	꼬리처럼	되며	

짧은	자루가	있다.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맥은	2개씩	갈라져서	나란히	뻗으며	가장자리에 

닿거나 톱니 안까지 들어간다.

포자낭군	▶				황색이며	측맥을	따라	줄지어	나지만	잎가장자리 

에서 약간 떨어져 멈춘다.

뿌리	 ▶				땅속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50~100cm정도.

형태	 ▶			상록성	또는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네팔,	러시아,	일본	등.	
1.	우편			2.	포자낭군	

024 고비고사리 고사리과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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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100cm내외까지	자라고,	볏짚색이며		

아랫부분은	연하거나	짙은	갈색이고	털이	있으며	

곧게	선다.	잎은	난상	삼각형,	길이	100cm정도까지	

자라며,	3(4)회깃꼴로	갈라지고	뒷면에	털이	약간	

있다.	열편은	긴	타원형이며	끝이	둔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약간	뒤로	말리고	열편은	길게	자라며,	

첫째	우편이	가장	크고	잎몸	길이의	절반	이상이다.	

포자엽	가장자리가	뒤로	말려서	포막처럼(위포막)	된다.

포자낭군	▶				포자잎	열편	가장자리의	위포막	안에	붙고	서로	

연결된다.

뿌리	 ▶				굵고	단단하며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100~200cm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자란다.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3~5.	새순	

025 고사리과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Helle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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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15)20~40cm정도로	골이	있고	단단	

하며	자갈색,	흑갈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피침형의	

인편이	있다.	잎몸은	수컷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	

같으며,	우편은	1회깃꼴로	갈라지고,	열편은	사각모양	

긴타원형으로,	윗가장자리는	결각상의	톱니가	있고,	

아랫쪽의	가장자리는	잘린듯	밋밋하며,	짧은	자루가	있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윗가장자리를	따라	달린다.	

뿌리	 ▶			곧추	서거나	짧게	옆으로	뻗기도	한다.

크기	 ▶			70cm정도까지	자란다.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울릉도,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및	북부지방	/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	잎(우축과	소열편)			2.	포자낭군			3.	새순이	펼쳐지는	모습

4~5.	전체모습			

026 공작고사리 고사리과Adiantum pedatum L.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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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	나며,	잎자루는	길이	8~15(20)cm	

정도의	짙은	자갈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아랫쪽에	

인편이	있다.	잎몸은	길이	20cm내외로	자라며,	2~3회	

깃꼴로	갈라진다.	열편은	역삼각형이며	잎자루가	

있고	밑부분이	쐐기모양이며	양쪽	가장자리가	밋밋	

하나	윗쪽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털이나	인편은	

없으며	잎맥이	부채꼴로	퍼진다.		

포자낭군	▶				열편의	윗가장자리의	오목한	곳에	1~2개씩	달린다.

뿌리	 ▶				짧고	단단하며	옆으로	기며	선형	또는	좁은	피침형의	

갈색,	짙은	갈색의	인편이	많다.	

크기	 ▶			40~50cm정도까지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전남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	잎(우축과	소열편)			2.	포자낭군			3.	암벽에	붙어	자라는	모습

027 고사리과섬공작고사리 Adiantum monochlamys D.C.Eaton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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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고,	잎자루는	가늘고	단단한	

짙은	갈색,	길이	2~8cm,	광택이	있고	아랫쪽에	

인편이	있다.	잎몸은	1회깃꼴겹잎이며	우편은	털이	

없고,	거의	둥글거나	부채모양이며	지름	7~10mm로	

짧은	자루가	있고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지만	윗쪽에		

2~4개의	얕은	결각상	톱니가	있다.	가장자리가	

뒤로	말려서	포막처럼(위포막)	된다.	중축은	끝부분이	

길게	자라서	끝에	무성아가	생긴다.	

포자낭군	▶				우편의	윗가장자리의	위포막	속에	1~5개씩	달린다.

뿌리	 ▶				짧고	선형의	갈색	인편이	있다.

크기	 ▶			10~3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이북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1.	잎(우축과	소열편)			2.	포자낭군			

3.	암벽에	붙어	자라는	모습(가을)	

028 암공작고사리 고사리과Adiantum capillus-junonis Rupr.
바위공작고사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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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30cm안팎이고,	잎몸은	길이	30~60cm,	

1회깃꼴로	갈라지며	밑부분이	가장	넓다.	우편은	

선상	피침형,	자루가	거의	없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	

아랫쪽의	열편은	귀모양,	열편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나	끝이	둔하다.	표면	중맥에	짧은	털이	있고	

뒷면	전체에	털이	많다.

포자낭군	▶				열편	가장자리에	가까운	측맥	끝에	달리며	둥근	콩팥	

모양으로서	겉에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으며	갈색	털이	아주	많다.

크기	 ▶			100cm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제주도	/	중국,	태국,	대만,	일본	등.
1.	잎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6.	중축			

4~5.	잎뒷면(4.	털(포막포함)이	있는	것			5.	털이	없는	생태형)	

029 고사리과돌잔고사리 Microlepia marginata (Panzer.) C.Chr.
기슭고사리

1 2

3 4 65



      49 

잎	 ▶				잎자루는	길이	30~60cm정도이며	밑부분에	털이	

많다.	잎몸은	길이	20~80cm정도로	긴타원형	또는	

긴타원상	피침형이고		2회	깃꼴겹잎으로	첫째	우편이	

다소	짧다.	중축과	우축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으나	

뒷면에는	털이	있고,	우편은	선상	피침형이고	열편은	

긴타원형으로	뾰족하며,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거나	

깃꼴로	갈라지며,	뒷면	맥위에	털이	있고,	맥은	돌출	

하며	끝은	톱니까지	이른다.

포자낭군	▶				톱니	밑에서	가까운	측맥	끝에	달리고,	포막은	주머니	

모양으로	털이	없으나,	드물게	1~2개의	털이	있는	

것도	있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30~80cm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1.	잎(우편의	열편)			2.	포자낭군			3.	우편			4.	중축표면			

5.	중축뒷면

030 돌토끼고사리 고사리과Microlepia strigosa (Thunb.) C.Presl
민돌잔고사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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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빽빽이	모여난다.	잎자루는	10~	

30cm이고	갈색으로	매끈하며	털이	없으며,	인편은	

드물게	붙는다,	잎몸은	길이	20~60cm로	긴	타원상	

피침형이고	3~4회깃꼴겹잎이며	최하우편은 바로 

위쪽의 우편보다 짧다.

포자낭군	▶				열편의	끝에	1~3개씩	붙어	때로는	서로	연결되어	

옆으로	길게	되기도	한다.	포막은	둥근	콩팥모양	

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편은	밑부분이	쐐기	

모양으로	길게	흘러	잎자루처럼	되며	잎의	질은	

약간	두껍다.

뿌리	 ▶			굵고	짧게	땅속에서	옆으로	뻗는다.

크기	 ▶			100cm까지도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의	해안가,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열대지방.	 1.	잎몸(엽신)			2.	포자낭군			3.	유사종	비교	

031 고사리과바위고사리  Sphenomeris chinensis  (L.) Maxon
이끼고사리

바위고사리 

최하우편(      )은 바로 위쪽(      ) 

우편보다 길이가 짧다.

갯바위고사리	S. biflora
최하우편이 가장 크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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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의	2가지	형이	있고	큰봉의꼬리와	

달리	중축의 위부분에 뚜렷한 날개가 있다.	

영양잎은	양쪽	가장자리	전체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포자잎은	길이가	20~30cm로	영양잎	보다	

2배정도	크며	밑부분	우편의	2쌍	정도에	소우편이	

달리고,	포자가	달리지	않는	부분에는	얕은	톱니가	

있다.	가장자리가	뒤로	말려	포막처럼(위포막)	된다.	

잎자루는	밑부분이	암갈색,	광택이	있다.

포자낭군	▶				우편이나	열편	가장자리의	위포막에	포자낭군이	

길게	연결	되어	붙어	있다.	

뿌리	 ▶				짧게	옆으로	뻗고	인편은	흑갈색이다.	

크기	 ▶			20~60cm정도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등지.

1.	중축의	날개			2.	미성숙	포자낭군			3.	성숙한	포자낭군			

4~6.	다양한	형태의	전체모습	

032 봉의꼬리 고사리과Pteris multifida Poir.

날개

톱니

1 2

4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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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고,	영양잎과	포자잎의	2가지	

형이	있고,	잎자루는	세로로	골이	있으며	길이	10~	

30cm로	포자잎은	영양잎보다	훨씬	길며,	1회	깃꼴	

또는	2갈래로	갈라지며	중축에 날개가 없다.	

영양잎은	삼각상	난형,	끝이	뾰족하며	자루가	없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첫째	우편은	다시	

2개로	갈라져	소우편이	된다.	포자잎은	가장자리가	

뒤로	말려	포막처럼(위포막)	되어	우편의	너비가	

좁아진다.

포자낭군	▶				위포막	속에서	길게	연결	되어	붙는다.	

뿌리	 ▶				짧게	옆으로	뻗는다.	

크기	 ▶			60cm정도까지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등.		

1.	중축(날개가	없다.)			2.	포자잎과	포자낭군			3.	전체모습	

4.	봉의꼬리 중축			5.	큰봉의꼬리 중축

033 고사리과큰봉의꼬리 Pteris cretica L.

1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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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의	2가지형이	있고,	잎자루와	함께	

흰색	또는	연한	갈색의	가는	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	10~25cm정도이며	2회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긴타원상	피침형이며	양면에	흰색	또는	회갈색털이	

있고	밑부분의	열편이	가장	길다.	열편은	긴타원형,	

결각상	또는	톱니	모양이다.	포자잎이	영양잎보다	

더	크다.	식물체	전체에	긴털이	많은	것이	황고사리와	

다르다.

포자낭군	▶				각	열편의	소잎맥	끝에	달리고	둥글며	포막은	잔모양	

이며	긴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가늘고	짧게	옆으로	뻗는다.

크기	 ▶			35cm정도	자란다.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1.	잎			2.	포자낭군			3.	새순			4.	잎표면			5.	잎뒷면			6.	잎자루			

034 잔고사리 고사리과Dennstaedtia hirsuta  (Sw.) Mett. ex Miq.
양지고사리 

1 2

3 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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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의	2가지모양이	있으며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잎자루는	길이	5~30cm,	밑부분이	흑자색	

으로	광택이	있다.	잎몸은	긴타원상	피침형이고	

길이	10~30cm,	너비	3~7cm로	2~3회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긴타원상	피침형이고	털이	거의	

없다.	우편에	짧은	자루가	있으며	열편은	깊게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거나	둔하다.

포자낭군	▶				열편 측맥 끝에 달리며, 포막은 잔모양으로 갈색 

이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으며	갈색털이	있다.

크기	 ▶			5~3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1.	잎			2.	포자낭군			

035 고사리과황고사리 Dennstaedtia wilfordii (Moore) H.Christ
황련고사리

1 2



      55 

잎	 ▶				잎자루는	골이	있으며,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나	

밑부분은	짙은	적갈색을	띠기도	하고	길이	30~	

60(75)cm	정도,	퍼진털이	밀생하며	잘	떨어지고,	

그	흔적이	남아	꺼칠꺼칠하다.	잎몸은	옆으로	비스	

듬히	퍼지며	긴삼각형	또는	긴타원형으로	2~3회	

깃꼴로	갈라지고	길이	70cm정도까지	된다.	열편은	

피침상	긴	타원형이며	끝은	둔하고	깃꼴로	갈라	

지거나	톱니모양이며	흰털이	있다.	식물체	전체에	

퍼진털이	많다.

포자낭군	▶				포막이 없고,	열편의	주맥과	가장자리의	중간에	

달리고	둥글며	황색이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으며	적갈색	아주	많다.

크기	 ▶			100cm이상까지도	자란다.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제주도	/	중국,	대만,	일본.		
1.	잎(우축과	소열편)			2.	포자낭군			3.	새잎이	펼쳐지는	모습

4.	중축과	우축			5.	잎자루	윗쪽			6.	잎자루	아랫쪽			

036 점고사리 고사리과Hypolepis punctata (Thunb.) Mett. ex Kuhn
산고사리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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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잎몸보다	약간	짧거나	거의	같다.	잎몸은	

길이	1.5~7cm의	삼각상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2회	깃꼴겹잎으로	갈라지고,	중축과		양면에	갈색털이	

있다.	우편은	3~5쌍으로서	비스듬히	펴지고	짧은	

자루가	있으며	3~6개	정도의	결각상의	열편으로	

갈라지며		열편은	끝이	둔하거나	둥글며	긴	타원형	

으로	표면과	가장자리에 끝이 갈색으로 되는 긴 

다세포 털이 많다.

포자낭군	▶				포막은 없고,	잎맥에	붙어	열편	뒷면을	거의	덮는다.

뿌리	 ▶				가늘며	이끼속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3~7cm정도로	작다.  

형태	 ▶			동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깊은	산	/	중국,	러시아,	일본.		 1.	잎몸(엽신)			2.	포자낭군			3.	이끼와	함께	자라는	전체모습

037 고사리과좀고사리 Pleurosoriopsis makinoi (Maxim. ex Makino) Fomin
남방고사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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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	드문드문	달리고,	잎자루는	길이	5~	

15cm로	홈이	지고	떨어지기	쉬운	인편이	드문드문	

붙는다.	잎은	삼각상	난형이며	길이	10~20cm로	

3회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첫째	우편이	가장	크며	

난상	삼각형이고,	우편에	자루가	있으며	최종	열편은	

긴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다.

포자낭군	▶				최종열편의	잎맥	끝에	1개씩	달리고,	막질의	포막은	

컵모양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기며	잔뿌리가	내린다.

크기	 ▶			20cm내외.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동아시아.			
1.	전체모습(뒷면)			2.	포자낭군			

3.	새순			4.	소나무에	착생(가을)			5.	암석에	착생(가을)

038 넉줄고사리 넉줄고사리과Davallia mariesii Moore ex Bake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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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갈색,	길이	40~	
60cm로	밑부분에	선상	피침형	인편이	있다.	잎몸은	
길이	30(50)~100cm의	난형이며	3~4회깃꼴로	
깊게	갈라진다.	우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자루가	
있고,	표면	맥위와	뒷면에	털이	있다.	소우축은	
밑부분을	제외하고는	날개가	약간	있으며,	열편은 
자루가 없고	밑부분이	소우축에	붙으며	소맥이	
갈라지는	것도	있다.	전체에	털이	있고,	잎맥은	
깃꼴로	갈라지고	가장자리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포자낭군	▶				열편의	중맥과	가장자리의	중간에	붙고	포막은	콩팥	
모양이며	털이	있다.

뿌리	 ▶				짧고	덩어리같이	되기도	하며	잎이	모여난다.

크기	 ▶			90~16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도	및	남부지방		/	중국,	일본.	 1.	우편과	소우편			2.	포자낭군			3.	각시고사리	소우편

4.	푸른각시고사리	소우편			5.	잎자루의	인편

039 면마과각시고사리 Mcarothelypteris torresiana var. calvata (Baker) Holttum
토끼고사리

각시고사리
소우편에	자루가 없다.

푸른각시고사리 M. viridifrons
소우편에	자루가 있다.

  인편은 선상 피침형으로 

갈색~연한 갈색이고 표면과 

가장자리에 털이있다.

밑부분의 우편 중앙부의 우편

1 2

3 4 5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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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오며,	잎자루는	길이	20~	

40cm로	볏짚색,	적갈색이며,	인편은	갈색의	막질로	

드문드문	달리며	잘	떨어진다.	잎몸은	길이	20~	

50cm로서	삼각상	난형,	난상	긴타원형이고	윗부분이 

급히 좁아져서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지며	2~3회	

깃꼴겹잎으로	깊게	갈라지며,	우편에는 뚜렷한 

자루가 있고, 최하우편 밑부분에 아래로 달리는 

1~2개의 열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열편은	끝이	

둔하거나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중맥	가까이	달리며	포막은	타원형,	말굽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잘게	갈라진다.

뿌리	 ▶				가늘고	길며	땅속으로	뻗는다.

크기	 ▶			40~8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일본.		
1.	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생태형	모습

4.	최하우편			5.	새순

040 개고사리 면마과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새고비, 물개고사리, 골개고사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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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15~40cm,	

인편은	갈색~흑갈색이고	가장자리가 연한 갈색 

이며,	선상	피침형으로	톱니가	없다.	잎몸은	피침형,	

긴타원상	피침형이며	길이	20~40cm로	2회	깃꼴로	

갈라진다.	우편은 자루가 없고	피침형으로	끝이	꼬리	

처럼	길게	뾰족하며,	우축은	좁은	날개가	있으며	

털이	거의	없고	중축과 만나는 지점이 붉은색을 띤다.	

열편은	긴	타원형이며	뾰족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소우편에	2줄로	배열하고,	포막은	긴	타원형이며	

갈고리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뿌리	 ▶				짧고	곧추서거나	비스듬히	선다.

크기	 ▶			40~6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1.	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미성숙	개체

4.	잎자루의	인편(가장자리가	연한	갈색이다)

041 면마과뱀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anch. et Sav.) H.Christ
새고비, 풀고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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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잎몸보다	

약간	짧거나	같고,	밑부분에	인편이	많이	붙으나	

위쪽은	드물며,	인편은	갈색으로	피침형이며	밋밋	

하고	약간	꼬인다.	잎몸은	넓은	난상	피침형이며	

3회	깃꼴로	깊이	갈라지고	털이	없으며,	길이	40~	

60cm,	중축에	떨어지기	쉬운	인편이	드물게	있다.	

우편은	긴타원상	피침형,	자루가	거의	없고	끝이	

뾰족하며	첫째	우편이	약간	짧다.	소우편은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자루가	없다.	열편은	타원형으로	

뾰족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소우축	가까이에	붙고	포막은	긴타원형,	갈고리형	

으로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다.

뿌리	 ▶				짧고	비스듬히	또는	곧게	선다.	

크기	 ▶			(70)90~12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과	소우편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4.	중축표면			5.	중축뒷면			6.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042 참새발고사리 면마과Athyrium brevifrons Kodama ex Nakai
새발고사리

5m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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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15~30cm,	

밑부분에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피침형인	갈색,	흑갈색의	

인편이	많으나,	윗부분에는	중축과	더불어	드문드문	

달린다.	잎몸은	길이	15~30cm의	오각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3회깃꼴로	깊게	갈라진다.	우편은	긴난형	

이며	자루가	있고,	첫째	소우편은	깃꼴로	갈라지고,	

열편은	긴타원형이며	끝이	둔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뒷면에	털같은	인편이	달린다.

포자낭군	▶				가장자리	가까이에	달리며,	포막은	콩팥모양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짧게	기거나	비스듬히	선다.

크기	 ▶			50cm	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소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4.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갈색,	흑갈색)			5.	새순

043 면마과가는잎족제비고사리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화엄고사리, 애기족제비고사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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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30cm	이하로	

잎보다	짧고	갈색~흑갈색	인편이	많이	붙으며,	인편은	

넓은	피침형	또는	선형이다.	잎몸은	넓은	피침형,	

끝이	뾰족하고	길이	60cm안팎으로	1~2회	깃꼴로	

갈라진다.	우편은	선상	피침형으로	짧은	자루가	있고,	

우축의	뒷면에	인편이	드물게	붙는다.	열편은	긴타원형	

으로	끝은	둥글거나	둔하고	잎맥은 비늘고사리처럼 

선명하지 않다.

포자낭군	▶				윗부분에만	달리며,	포막은	콩팥모양으로	둥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쉽게	떨어진다.

뿌리	 ▶				짧고	굵으며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선다.	

크기	 ▶			7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	중국,	일본.		
1.	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새잎이	펼쳐지는	모습

4.	잎자루	중간부의	인편			5.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6.	새순

044 곰비늘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uniformis (Makino) Makino
숫곰고사리, 곰고사리

1 2

3 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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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둥글게	모여나고,	잎자루는	길이	20cm	

내외,	잎몸은	길이	1m	내외로	2회깃꼴로	깊게	갈라	

지며,	잎자루와	함께	중축에	황갈색,	흑갈색의	광택이	

있는	인편이	밀생한다.	우편은	자루가	없고,	거의	

깃꼴로	완전히	갈라지며,	밑으로	내려	갈수록	우편은	

약간	작아지며,		곱슬털	같은	인편이	있다.	열편은	

끝이	둥글거나	둔하며	작은	맥은	2개로	갈라진다.

포자낭군	▶				윗부분	우편에만	붙고,	열편의	중맥	가까이에	2줄로	

붙는다.	포막은	심장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굵고	곧게	선다.

크기	 ▶			100cm	내외.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과	소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잎	펼치기			5.	중축의	인편			6.	잎자루의	인편

045 면마과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면마, 히초미, 호랑고비 

1 2

3 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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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30~	

40cm로	잎몸보다	길며 인편이 거의 없다.	잎몸은	

오각상	넓은	난형,	길이	20~40cm로	끝부분이	급히	

좁아져	길게	뾰족해지며,	3회	깃꼴로	깊게	또는	

완전히	갈라진다.	우편은	긴	타원상	피침형	또는	

오각상	넓은	피침형으로	첫째	우편	밑부분의 아래로 

달린 첫째 열편이 가장 크며, 자루는 길이 3cm 

정도이다.	중축과 우축에 인편은 거의 남지 않는다.	

열편은	긴타원상	난형,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열편의	가장자리와	중맥의	중간에	붙고,	포막은	

콩팥모양으로	막질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짧게	뻗는다.

크기	 ▶			7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중축과	우축의	표면

4.	중축과	우축의	뒷면			5.	전체모습

046 금족제비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gymnophylla (Baker) C.Chr.

1 2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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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30~50cm,	

가장자리가	밋밋한	갈색	피침형의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2회	깃꼴겹잎으로	길이	30~60cm	정도,	

난형~난상	긴타원형이며,	표면에	광택이	있고,	중축	

에는	가장자리가 밋밋한 피침형 인편이	많다.	

우편은	짧은	자루가	있고,	갈색의	피침형	인편과	

올챙이처럼	부푼	작은	인편이	붙는다.	소우편	끝은	

둥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밑부분은	귀모양,	

소우축에	올챙이처럼	부푼	작은	인편이	붙는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축에 더 가까이 붙고, 포막은	둥글며	회백색	

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게	덩어리진다.

크기	 ▶			8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남,	전남,	충남,	제주도	/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잎자루	인편(좌	:	중간부분,	우:	밑부분)			

4.	중축의	인편(	좌	:	표면,	우:	뒷면)			

047 면마과반들지네고사리 Dryopteris medioxima Koidz.

제주지네고사리 D. championii  
인편은 밑부분에 톱니가 있고,

포자낭군은 소우편의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붙는 것이 다르다.

1

3 4

2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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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20cm이하로	

잎몸보다	짧고,갈색~적갈색의	난상	긴타원형,	선상	

피침형의	인편이	밀생한다.	중축에	붙는	인편은	

잎자루의	것보다	너비가	좁다.	잎몸은	길이	30~60cm	

정도의	난상	긴타원형이고	2회	깃꼴로	갈라지며,	

중추과	우축의	홈이	서로	연결된다.	열편은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끝은	뾰족하거나	

둔하며,	잎맥 뚜렷하고	밑부분이	귀처럼	된다.		

포자낭이	달리는	급히 축소된 위쪽의 우편은 포자가 

산포된 후 먼저 마르며	부분	2형의	잎처럼	보인다.

포자낭군	▶				축소된	위쪽	우편에	붙고	포막은	둥글다.	

뿌리	 ▶				굵고	짧으며	덩어리진다.	

크기	 ▶			70cm안팎.

형태	 ▶			반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일본.		
1.	우편과	열편			2.	포자낭군			3.	일찍	마른	축소된	우편

4.	근경에서	모여	나온	잎자루와	인편			5.	새순

048 비늘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곰고사리

1 2

먼저 마른 축소된 우편 (4월 중순)

3 4 5



6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흑색 또는 

연한 갈색이며,	밑쪽이	넓어지는	막질의	인편이	많이	

붙는다.	잎몸은	난상	타원형,	길이는	50cm안팎,	2회	

깃꼴로	갈라지고,	짙은	녹색이다.	우편은	긴타원상	

피침형으로	비스듬히	위를	향하고,	우축의 양면에 

달린 인편의 밑부분은 주머니처럼 부풀어 올챙이 

모양 같고 밀생한다.	소우편은	피침형이며	깃꼴로	

얕게	또는	깊게	갈라지며	열편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약간 뒤로 말린다.

포자낭군	▶				소우축	가까이	달리며,	포막은	회백색	콩팥모양,	

가장	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다.

크기	 ▶			6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과	소우편(약간 뒤로 말린다.)			2.	포자낭군			

3.	잎자루의	인편			4.	중축의	인편			5.	우축의	인편			6.	새순

049 면마과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 bissetiana (Baker) C.Chr.
큰검정털고사리, 족제비고사리

1 2

3 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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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에	달린	인편은 

흑색이며 광택이 있고 가장자리가 연한 갈색이다.	

잎몸은	얇으며,	표면은	광택이	적고	약간	황색을	

띠는	오각상	넓은	난형으로	밑부분에서는	3회	깃꼴로	

갈라진다.	우편은	서로	겹치게	붙고	자루가	있으며	

우축에 달린 인편의 밑부분은 올챙이처럼 부풀지 

않고 편평하다.	밑부분의	소우편에는	짧은	자루가	

있고	긴 삼각형이며 올챙이처럼 부푼 인편이 섞여 

있으며, 열편의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소형이며	가장자리에	가깝게	달린다.

뿌리	 ▶				짧고	비스듬히	선다.	

크기	 ▶			7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과	소우편			2.	포자낭군			3.	잎자루의	인편			

4.	우축과	소우축의	인편			5.	중축인편			6.우축인편			7.	새순

050 애기족제비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sacrosancta Koidz.
애기쪽제비고사리, 좀족제비고사리

1 2

3 74 5

6

우축

소우축



7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30cm	안팎이며,	흑색,	흑갈색의	광택이	

없는	인편이	많다.	잎몸은	길이	60cm	안팎으로	1회	

깃꼴로	갈라지고,	우편은	20(17~18)쌍	안팎이고,	

가장자리는	약간	갈라지거나	중간	정도	갈라져	

끝이	안으로	굽은	둔한	톱니	모양이다.	밑부분에	

달리는	2~3쌍의	우편은	아래로	향하고,	중축	가장	

자리에	드문드문	털같은	돌기가	있는	선형의	인편이	

붙는다.	

포자낭군	▶				우축을	중심으로	전체에	흩어져	붙고,	포막은	아주	

작거나	잘	발달되지	않아	없어	보이는	것도	많고	

일찍	떨어진다.

뿌리	 ▶			근경은	짧고	곧추	선다.

크기	 ▶			9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남,	전남,	제주도	/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051 면마과애기톱지네고사리 Dryopteris commixta Tagaw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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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10cm	

안팎으로	샘털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인편이	많이	

붙으며,	인편의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잎몸은	

길이	25cm안팎으로	위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며,	

도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	2회깃꼴로	깊게	갈라	

지며,	전체에	샘털이	드문드문	있고,	마르면	잎이	

꼬인다.

포자낭군	▶				소우축에	가깝게	붙고,	서로	겹치기도	하며	포막은	

심장모양으로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샘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선다.	

크기	 ▶			20~3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밀양시,	경기도,	강원도	/	중국,	일본	러시아.

1.	우편			2.	포자낭군			

3.	중축의	인편			4.	전체모습

052 주저리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fragrans var. remotiuscula (Kom.) Fomin.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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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50cm	안팎으로	갈색,	흑갈색의	인편이	

많으며	잘	떨어진다.	잎몸은	길이	70cm	안팎의	2회	

깃꼴겹잎으로	긴타원형~넓은	난형이며	윗부분이 

갑자기 좁아지며,	표면에	광택이	있다.	우편은	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끝이	꼬리처럼	길고,	우축	뒷면에	

올챙이 모양의 부푼 인편이 많고 가장 아래 우편의 

제1소우편이 특히 길게 발달한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중맥	가까이	붙으며,	포막은	회백색으로	

둥근	콩팥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비스듬히	선다.

크기	 ▶			10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울릉도	/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우축의	인편			

4.	포자낭군(주로	위쪽에	붙는다.)			5.	최하우편	하향	제1소우편(						)

053 면마과참지네고사리 Dryopteris nipponensis Koidz.
반들고사리, 제주홍지네고사리

8월18일

11월3일

21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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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50cm	안팎,	

밑부분의	인편은	갈색,	짙은	갈색이다.	잎몸은	길이	

50cm안팎,	난형,	삼각상	넓은	난형으로	2~3회	

깃꼴로	갈라진다.	우축의	뒷면에	편평한 인편이 

붙는다.	소우편은	넓은	피침형,	밑은	넓은	쐐기모양	

으로	자루가	없으며,	깃꼴로	깊거나	중간	쯤	갈라진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중맥	가까이	붙으며	포막은 주로 회백색 

이나 붉은색을 띠는 것도 있고	콩팥모양이다

뿌리	 ▶				근경은	짧고	굵으며	비스듬히	선다.

크기	 ▶			10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남,	전남의	산지	/	중국,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홍지네고사리			4~5.	큰홍지네고사리

054 큰홍지네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hondoensis  Koidz.

우측

중측

홍지네고사리 큰홍지네고사리

21

3 4 5

우측

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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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20~40cm,	

인편이	밀생하며,	인편은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	

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가장자리는	막질의	연한	

갈색이다.	잎몸은	오각상	난형,	긴	타원상	난형,	길이	

50cm안팎,	3회	깃꼴로	깊게	또는	완전히	갈라진다.	

우편은	긴	타원상	피침형,	자루는	극히	짧거나	없고,	

첫째	우편이	가장크다.	소우편은	긴타원상	피침형,	

자루가	거의	없다.	열편은	끝에	톱니가	있으며	끝이 

까락처럼 된다.

포자낭군	▶				열편의	중간정도에	붙고,	포막은	콩팥모양,	가장	

자리는	밋밋하다.

뿌리	 ▶				굵고	짧다.

크기	 ▶			80cm	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높은	산	/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3.	소우편			4.	중축	뒷면의	인편			

5.	잎자루	중간부	인편			6.	잎자루	밑부분	인편

055 면마과퍼진고사리 Dryopteris expansa (C.Presl) Fraser & Jenk. et Jermy
지이산개고사리, 지리개관중, 진퍼리고사리

6월4일

8월7일

21

4 5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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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가늘고	길이	50cm	안팎이며,	갈색,	흑갈색의	

인편이	많다.	인편은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짧아	

지며	잘	떨어진다.	잎몸은	긴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	

으로	끝이	뾰족하며	길이	70cm	안팎이며,	2회	깃꼴겹잎	

으로	표면에	광택이	있다.	우편은	피침형,	긴	타원형,	

끝이	꼬리처럼	길고	짧은	자루가	있으며,	중축과	

우축	뒷면에	올챙이	모양처럼	부푼	인편이	많다.	

소우편은	긴	타원형,	선상	피침형,	끝은	둥글거나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중맥	가까이	붙으며	포막은	주로	홍색	

이나	회백색도	있으며	둥근	콩팥모양이다.

뿌리	 ▶				근경은	짧고	굵으며	비스듬히	선다.

크기	 ▶			10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울릉도.	/	중국,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새잎	펼치는	모습			5.	중축과	우축의	인편	모양

056 홍지네고사리 면마과Dryopteris erythrosora (Eat) Kuntze

우측

중측

 중축과 우축, 그리고 

열편의 중맥까지 

올챙이처럼 부푼 

인편이 많다.

21

3 4 5



7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인편은	선상	피침형이고	길이	1~1.5cm,	너비	1mm	

정도로	끝이	뾰족하다.	잎자루은	볏짚색이며	길이	

10~15cm로	광택이	있는	황갈색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회록색이며	뒷면에	중축과	더불어	짧은	샘털과	

백색	털이	있고	길이	7~20cm,	너비	6~13cm이다.	

우편은	좁은	난형이며	밑부분에	긴	자루가	있고	끝이	

둔하며,	최종	열편은	타원상	난형으로	끝이	둔하며	

약간	서로	겹쳐지기도	한다.

포자낭군	▶				최종열편에	1~10개	정도	달리며	포막은	심장형	비슷	

하고	겉에	털이	있다.

뿌리	 ▶				근경은	짧고	굵으며	광택이	있는	황갈색	인편이	

밀생한다.

높이	 ▶			20~6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영남~강원도	석회암지대.	

1.	우편			2.	포자낭군			3.	중축	앞면의	털과	샘털

4.	중축	뒷면의	털과	샘털			5.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057 면마과금털고사리 Hypodematium glanduloso-pilosum (Tagawa) Ohwi
털금빛고사리

우편의 자루

21

4 53



      77 

잎	 ▶					잎자루는	길이	10cm이내로	잎축과	더불어	피침형의	

인편이	많이	붙는다.	잎몸은	1회	깃꼴로	갈라지고,	

길이	20cm내외의	선상	피침형으로	중축의	끝에	

무성아가	자라서	땅에	닿으면	그	끝에서	새로운	

개체가	생긴다.	우편은	15~35쌍으로	털이	거의	

없고	뒷면은	맥위에	털같은	인편이	있으며	짧은	

자루가	있다.

포자낭군	▶				우편의	뒷면	위쪽	가장자리에	붙고,	포막은	둥글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떨어지지	않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거나	곧추선다.

크기	 ▶			3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습한	곳	/	중국,	일본,	등지.		
1.	중축과	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무성아에서	자란	개체

058 낚시고사리 면마과Polystichum craspedosorum  (Maxim.) Diels

21

3 4



7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10~40cm로서	연한	녹색이거나	갈색	

이며,	중축과	더불어	인편이	드문드문	밀착하여	

달리고	쉽게	떨어진다.	잎몸은	2회	깃꼴로	갈라	

지고,	우축의	뒷면에	붙는	인편은	오래	남는다.	

좌우의	첫째	우편이	양옆으로	자라서	전체	모양이	

십자형이다.	소우편은	길이	3~5cm,	윗쪽으로	약간	

휘어진	모양을	이루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소우편에	2~4줄로	달리며,	포막은	둥글고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일찍	떨어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곧추	서거나	옆으로	긴다.

크기	 ▶			60cm	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등지.	 1.	전체모습			2.	포자낭군			

3.	새순			4.	뿌리줄기에서	모여난	모습

059 면마과십자고사리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21

43



      79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은	둥글게	모여	난다.	잎자루는	

길이	5~25cm로	짙은	갈색이며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넓은	피침형이고	길이	60cm	안팎,	2회	

깃꼴로	갈라지고	피침형,	중앙의 너비가 가장 넓고 

위,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중축의	인편은	펴지	

거나	뒤로	젖혀지고	흔히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우편은	피침형으로	자루가	없으며,	첫째	우편은	

짧고	약간	아래로	처진다.	소우편은	길이	6~15mm,	

표면에	털	같은	인편이	다소	있고,	뒷면은	선상의	

인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톱니는	끝이	까락처럼	

뾰족해진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중맥	가까이에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추	선다.	

크기	 ▶			80cm	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유럽,	북미,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소우편(위-표면,	아래-뒷면)			

4.	중축의	인편(좌-표면,	우-뒷면)			5.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060 좀나도히초미 면마과Polystichum braunii (Spenn.) Fee
가는개관중, 개비늘고사리

21

3 4 5



8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	드문드문	달린다.	잎자루는	길이	20~	

50cm로	잔털과	갈색의	인편이	있다.	잎몸은	길이	

30~60cm이고	피침형,	긴타원형,	1회깃꼴로	갈라	

지고,	중축	표면에는	짧은	털이,	뒷면에는	굳센	털이	

있다.	열편의	가장	아래	측맥이	결합하여	그물맥을	

만든다.	정우편이	꼬리처럼	길게		발달한다.

포자낭군	▶				가장자리	근처에	달리거나,	가장자리와	중맥의	중간에	

붙고,	포막은	콩팥모양이며	털이	있다.

뿌리	 ▶				길게	뻗고	인편과	털이	있다.

크기	 ▶			50~7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등지.	
1.	잎몸(엽신)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061 면마과별고사리 Cyclosorus acuminatus (Houtt.) Nakai ex H.Ito
이삭고사리 

측우편  정우편은 측우편과 

같은 모양이다.

정우편

21

3



      81 8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50cm안팎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한		

피침형의	연한	갈색	막질	인편이	많이	붙는다.	

잎몸은	길이	40~60cm정도,	삼각형~삼각상	난형	

이며	3회	깃꼴로	깊게	갈라진다.	우편은	넓은	피침형	

이며	밑부분이	좁아진다.	소우편은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은	긴타원형,	끝이	둔하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중축,	우축	및	소우축의	뒷면	

에는	좁은	인편과	털이	있다(소우축에	특히	많다).	

중축과 우축이 갈라지는 부분에 작은 돌기들이 있다.

포자낭군	▶				열편의	중간	정도에	붙고	포막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는다.

크기	 ▶			60~9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 1.	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잎자루의	인편			

5.	중축	표면의	돌기			6.	중축	뒷면			7.	전체모습

062 응달고사리 면마과Cornopteris crenulatoserrulata (Makino) Nakai
응달숲고사리, 큰산고사리, 참왜고사리

돌기

21

43 75 6



8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20~60cm로	전체에	털과	샘털이	

있고	밑부분에	짙은	갈색	피침형의	막질	인편이	

달리며,	인편에	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	20~50cm로	

난상	긴타원형,	1회깃꼴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며,	

우편은	깃꼴로	자루가	없고	밑부분이	약간	좁아	

지며,	중축과	우축에	잔털이	많다.	열편은	긴타원형	

으로	거의	우축까지	갈라지고,	톱니가	있거나	밋밋	

하며	작은	맥은	갈라지지	않고	가장자리	끝까지	

닿는다.	전체적으로	털이	많다.

포자낭군	▶				가장자리	가까이에	또는	중간에	붙으며	포막은	콩팥	

모양으로	털이	많다.

뿌리	 ▶				옆으로	자라고	인편이	드문드문	달린다.

크기	 ▶			50~8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	중국,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중축과	우축			5.	잎자루(중간부)			6.	잎자루(밑부분)

063 면마과지네고사리 Parathelypteris japonica (Bak.) Ching
 

7월29일

11월04일

21

4 5 63



      83 8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온다.	잎자루는	길이	10~	

30cm로	가늘고	긴털이	있고	밑부분에	인편이	있다.	

잎몸은	1회	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양면에	흰털이	있고,	중축	뒷면에	인편이	

드문드문	있다.	열편은	피침형,	끝이	뾰족하고	자루가	

없으며,	윗쪽의	열편은	밑부분이	날개로	되나	중축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열편은	긴타원형이며	끝이	

둥글고	물결모양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열편의	양끝	가까이에	1줄씩	마주	달리고	포막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20~4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북미	등지.	 1.	중축과	우편			2.	포자낭군

064 가래고사리 면마과Phegopteris connectilis (Michx.) Watt.

21



8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온다.	잎자루는	길이	5~	

25cm이고	중축과	함께	퍼진털과	인편이	있다.	

잎몸은	길이	15~50cm로	피침형이며	1회	깃꼴로	

갈라지며,	가운데가	가장	넓고	양끝이	좁아진다.	

우편은	서로	어긋나게	붙으며	아래	위의	우편이	

합쳐져서	중축을	따라	꾸불꾸불한	날개처럼	된다.

포자낭군	▶				둥글며	열편의	가장자리와	중맥	중간에	붙고	포막은	

없으며	포자낭에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기거나	비스듬히	자란다.

크기	 ▶			30~5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남,	경남,	경기도	/	중국,	일본	등지.	

비고	 ▶				잎몸이	2회	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포자에	돌기가	

발달한	것을	큰설설고사리(P. koreana )라		한다.

1.	중축과	우편			2.	포자낭군			3.	잎자루의	인편			

4.	중축	뒷면의	인편			5.	전체모습

065 면마과설설고사리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설설이고사리

21

4 53



      85 8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30cm안팎의	볏짚색으로	밑부분에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길이	80cm안팎으로	1회	

깃꼴로	갈라지며,	우편은	서로	어긋나게	붙고	엷은	

가죽질로서	표면은	광택이	난다.	우편은	밑부분이 

쐐기모양이며,	짧은	자루가	있고	비대칭형으로서,	

가장자리는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으나	위쪽의	끝부분은	

밋밋하며,	톱니는	변화가	많다.

포자낭군	▶				잎뒷면	전체에	흩어져	붙고,	포막은	둥글며	전체가	

검게	보인다.

뿌리	 ▶				뿌리줄기는	곧추	서고	덩어리진다.

크기	 ▶			10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서남부,	제주도,	울릉도	/	중국,	일본	등지.		 1.	우편(밑부분이	쐐기모양이다.)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066 긴잎도깨비쇠고비 면마과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

21

3



8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40cm	안팎으로	밑부분에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길이	60cm안팎,	1회	깃꼴겹잎	

이다.	우편은	서로	어긋나게	붙고	가죽질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난다.	우편은	밑부분이 둥글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으나	위의	끝부분은	

밋밋하며,	짧은	자루가	있고	비대칭형이다.	어릴	때는	

적갈색	인편으로	덮여있지만	곧	떨어지며	길이	7~	

13(18)cm로	피침형,	난상	피침형이다.

포자낭군	▶				잎뒷면	전체에	흩어져	붙고,	포막은	둥글며,	익으면	

중앙부가	검은	갈색으로	된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곧게	선다.

크기	 ▶			10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서남부,	제주도,	울릉도	/	중국,	일본	등지.	 1.	우편(밑부분이	둥글다.)			2.	포자낭군			

3.	새순			4~5.	어린개체들의	모습

067 면마과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alcatum (L.f.) C.Presl
도깨비고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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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8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끝에서	여러	개의	잎이	모여난다.	

잎자루는	볏짚색이며,	밑부분의	인편은	난형,	피침형	

으로	위로	갈수록	선형이	된다.	잎몸은	10~20쌍의	

우편이	어긋나게	붙고	긴타원형,	1회홀수깃꼴겹잎,	

광택이 적은	단단한	종이질이며,	길이	30~90cm	

정도이다.	우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낫처럼	휘어져	

끝이	뾰족해지며	밑부분	위쪽이	귀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파상이지만	뚜렷한	

잔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뒷면	전체에	퍼져	있고,	포막은	둥글고	회백색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곧추	선다.

크기	 ▶			8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산지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3.	우편의	잔톱니

4.	새잎이	펼쳐지는	모습			5.	잎자루의	인편

068 쇠고비 면마과Cyrtomium fortunei J.S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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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드문드문	나온다.	잎자루는	표면에	

홈이	있고	길이	30~50cm	갈색의	인편이	많이	달린다.	

잎몸은	난형이고	길이	20~50cm이며	작은	것은	

2~3회	깃꼴로	깊이	갈라진다.	우편은	5~10쌍이며	

정우편이	뚜렷하고,	긴	타원형으로	점점	좁아져서	

뾰족해지며	첫째	우편이	가장	크고	아래쪽	첫째	

소우편은	특히	크게	자란다.	열편은	자루가	있고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톱니끝이	까락처럼	된다.

포자낭군	▶				열편의	중맥	가까이	붙고,	포막은	콩팥모양이며	가장	

자리는	밋밋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8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남,	제주도	/	중국,	필리핀,	인도,	일본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3.	열편			4.	전체모습

069 면마과가는쇠고사리 Arachniodes aristata (G.Forst.) Tindale
좀가위고사리, 애기가새고사리

21

43



      89 8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잎자루는	길이	30cm안팎이며,	선상	피침형의	갈색	

인편이	많이	붙는다.	잎몸은	길이	40cm안팎,	난상	

긴타원형이고,	2회	깃꼴겹잎이며,	측우편은	5쌍	

안팎이며	정우편이	분명하다.	우편은	밑부분이	가장	

넓고	표면의	축	가까이로	백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많다.	소우편은	긴	자루가	있고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끝이	까락처럼	된다.	

포자낭군	▶				소우편과	가장자리의	중간에	붙고,	포막은	콩팥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짧게	뻗는다.	

크기	 ▶			7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남,	제주도	/	중국,	일본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3.	소우편			4.	전체모습

070 꼬리쇠고사리 면마과Arachniodes simplicior (Makino) Ohwi

21

43



9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드문드문	나온다.	잎자루는	길이	

40cm안팎으로	앞쪽에	홈이	파지고	볏짚색에	밝은	

갈색이	돌고	밑쪽은	적갈색으로	막질의	인편이	많이	

달린다.	잎몸은	잎자루와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3~	

4회	깃꼴로	갈라지며	양면에	털이	있다.	우편은	길이	

15~35cm로	잎자루가	있고	첫째	우편이	가장	크며,	

잎몸의	전체	모습은	오각형이다.	최종열편은	타원형	

으로서	끝이	둔하며	톱니	또는	결각이	있다.

포자낭군	▶				열편의	갈라진	끝과	잎맥의	옆에	붙으며,	포막은	

작은	콩팥모양이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70cm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중축과	우축의	인편			

4.	잎자루(중간부분)인편			5.	잎자루(밑부분)인편

071 면마과왁살고사리 Leptorumohra miqueliana (Maxim. ex Franch. et Sav.) H.Ito
큰가새고사리, 큰산고사리

중축

6월6일

11월17일

제주왁살고사리 Arachniodes miqueliana
중축과 우축이 만나는 지점에 털이 

밀생하는 것이 왁살고사리와 다르다.

제주도, 경남, 전남 지역에 분포한다. 

왁살고사리 제주왁살고사리

21

우축

 중축과 우축의 인편은 

드문드문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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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9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뭉쳐난다.	잎자루는	길이	1~5cm로	

적갈색이	돌고	광택이	있으며	관절이	없고,	인편은	

광택이	있는	갈색으로	밑부분에	뭉쳐난다.	잎몸은	

2회	깃꼴겹잎으로	길이	10~30cm의	피침형이며	

털이	거의	없다.	우편은	삼각상	긴	피침형이며	자루가	

없고	깃꼴로	갈라지고,	열편은	긴	타원형이며	가장	

자리가	거의	밋밋하고	끝이	둥글다.

포자낭군	▶				소우편의	중맥과	가장자리	중간쯤에	붙는다.	

포막은	만두모양	같고,	털이	없으며	끝이	불규칙	

하게	갈라지고	흰막질이다.

뿌리	 ▶				덩어리처럼	굵고	인편이	밀생한다.

크기	 ▶			10~3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암석지)	/	중국,	러시아,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4.	전체모습

072 만주우드풀 면마과Woodsia manchuriensis Hook.
절벽고사리

7월26일

10월6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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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3~6cm로	

적갈색이고	중앙	윗부분에	비스듬히	관절이	있으며	

털과	인편이	흩어져	나고,	인편은	연한	적갈색으로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	5~12cm,	1회	

깃꼴겹잎,	피침형,	넓은	선형이다.	우편은	15~20쌍	

이고	퍼지며	삼각상	좁은	난형,	넓은	피침형,	끝이	

둔하고	자루가	없으며,	양면에	털이	있고	뒷면에는	

인편이	드문드문	있다.	열편은	가장자리가	밋밋	

하거나	물결모양이다.

포자낭군	▶				우편의	가장자리	붙고	포막은	여러	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긴털이	있다.

뿌리	 ▶				짧고	곧추	자란다.

크기	 ▶			8~18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북,	경북	이북의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1.	우편			2.	포자낭군			

3.	잎자루와	관절			4.	전체모습

073 면마과산우드풀 Woodsia subcordata Turcz.
각시우드풀, 큰면모고사리

관절

6월1일

8월6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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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9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5~10cm로	

적갈색이며,	전체에	털과	인편이	달리고	위쪽 끝에 

비스듬히 관절이 있다.	잎몸은	길이	20cm내외의	

1회	깃꼴겹잎이며,	좁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해	

지다가	둔하게	끝나며	밑쪽이	약간	좁아지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뒷면에	인편이	드문드문	있다.	우편은	

자루가	없고,	긴	타원형으로	밑부분의	앞쪽에	귀가	

발달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둔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우편	가장자리에	1줄로	붙고,	포막은	접시모양이며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추서거나	비스듬히	위로	선다.

크기	 ▶			15~35cm	안팎.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주로	암석지)	/	중국,	일본,	러시아. 1.	우편			2.	포자낭군			

3.	새순			4.	전체모습

074 우드풀 면마과Woodsia polystichoides Ea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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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7cm내외로	

볏짚색,	적갈색이고	털과	인편이	드문드문	있으며	

위끝에	관절이	있다.	잎몸은	길이	5~15cm,	넓은	

피침형,	밑부분은	거의	좁아지지	않고	윗부분은	

1회	깃꼴로,	밑부분은	2회깃꼴로	갈라지고	중축에	

갈색털이	있다.	우편은	난형,	난상	긴타원형이며	

끝이	둔하고	길이	2cm내외로	깃꼴로	얕게	갈라	

지거나	물결모양의	톱니로	되며,	양면에	털이	많고,	

윗부분의	우편은	중축으로	흘러	서로	합쳐진다.

포자낭군	▶				가장자리	근처에	달리며	흑갈색이고	포막은	불규칙	

하게	얕게	갈라지며	털이	있다.

뿌리	 ▶			짧고	인편이	밀생한다.	

크기	 ▶			10~2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북.			

1.	우편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075 면마과좀우드풀 Woodsia intermedia Tagawa

2

3

1



      95 9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드문드문	나온다.	잎자루는	밑부분에	

많은	다세포성	털과	인편이	밀생한다.	잎몸은	길이	

20~50cm,	넓은	피침형	긴타원상	피침형으로	위쪽	

으로	점점	좁아져	끝이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약간	

좁아지며,	1회깃꼴로	거의	우축까지	깊게	갈라진다.		

우편은	선형,	선상	피침형이며	길이	7cm안팎,	너비	

2cm내외로	자루가	없다.	열편은	긴	타원형이고	

끝이	둥글거나	둔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열편의	중맥	가까이에	붙고,	포막은	선형으로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어	잎이	드문드문	달린다.

크기	 ▶			30~8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네팔,	인도,	일본	등.			
1.	잎몸			2.	포자낭군			

3.	잎자루	밑부분의	털과	인편			4.	우편			5.	전체모습

076 진고사리 면마과Deparia japonica (Thunb.) M.Kato
참진고사리

21

4 53



9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영양잎과	포자잎이	있다.	포자잎은	영양잎보다	더	

길며	곧추	선다.	잎자루는	15~20cm정도로	중축과	

함께	인편과	털이	있으며	밑부분에	인편이	더	많다.	

잎몸은	피침형이고	끝이	꼬리처럼	길며,	영양잎은	

길이	10~20cm,	포자잎	20~40cm로	1회	깃꼴겹잎	

이다.	우편은	선상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며,	자루가	

없고,	10~15쌍으로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우축과	가까이에	서로	겹쳐서	붙고,	포막은	피침형,	

넓은	선형으로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옆으로	뻗는다.

크기	 ▶			30~5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남부	/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077 면마과좀진고사리 Deparia conilii (Franch. et Sav.) M.Kato
애기진고사리

2

3

1



      97 9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30cm내외,	

인편은	갈색이며	막질의	넓은	피침형으로	가장	

자리가	밋밋하며	밑쪽에	많이	달린다.	잎몸은	넓은	

피침형,	좁은	난형이며	2회깃꼴으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30~60cm로	아래가	약간	좁아진다.	첫째	

열편만	아래가	약간	좁아지며	끝이	꼬리처럼	뾰족	

하고,	어릴때는	뒷면과	표면의	주맥에	다세포의	

털이	있으며	우축에	날개가	있다.	열편은	긴	타원형,	

타원상	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수우편	중맥	가까이에	2줄로	달리며	포막은	길이	

1~2mm로서	J,	U모양	약간	굽는다.

뿌리	 ▶				짧으며	옆으로	뻗는다.

크기	 ▶			40~90cm	정도.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1.	우편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078 곱새고사리 면마과Deparia coreana (Christ) M.Kato
고려뱀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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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듬성듬성	나온다.	잎자루의	위쪽은	

볏집색,	아래는	자색	또는	전체가	자색을	띠며	길이는	

15~35cm로	밑쪽에	드물게	인편이	있다.	잎몸은	

영양잎과	포자잎이	있는	2가지	모양이며,	포자잎이	

더	크고	곧추	서며,	길이	15~30cm로	1회	깃꼴로	

갈라지며,	넓은	피침형	또는	긴	삼각형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1쌍의 우편이 특히 크며,	중축에	털과	

털	모양의	인편이	아주	많다.	

포자낭군	▶				긴	타원형으로	우축	가까이	맥위에	붙고	포막은 

얇으며 위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털같이	갈라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기며	끝에	인편이	아주	많다.

크기	 ▶			30~6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	중국,	일본.		
1.	잎몸			2.	포자낭군			

3.	새순			4.	잎	펼치기			5.	자생지	모습(포자엽은	곧추	선다.)

079 나도좀진고사리 면마과Deparia pseudoconilii (Serizawa) Serizaw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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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9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영양잎이	포자잎보다	크고	

포자잎을	둘러	싼다.	잎자루는	갈색으로,	선상	피침형,	

좁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한	

연한	갈색	인편이	있다.	영양잎의	잎몸은	1회	깃꼴로	

갈라지며	위끝이	갑자기	좁아져	정우편처럼	되고	

털이	없다.	우편은	중렬하거나	심열하며,	뒷면	우축과	

맥위에	좁은	인편이	달리기도	한다.	포자잎은	영양잎	

틈에서	나오고	잎자루가	길며	잎몸이	한쪽으로	향하고	

우편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린다.

포자낭군	▶				우편이	말린	안에	달리고	흑갈색으로	익고	이듬해	

봄까지	남아	있다.

뿌리	 ▶				굵고	비스듬히	자라며	인편으로	덮힌다.

크기	 ▶			50~11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지.

1.	포자엽			2.	포자엽(전년도)			

3.	우편(중열)잎			4.	우편(심열)			5.	전체모습			

080 면마과개면마 Matteuccia orientalis (Hook.) Trevis.
개관중

잎자루 : 길이 20~60cm.

잎몸    : 길이 30~50cm.

인편    : 길이 7~20mm,  폭 1.5~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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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영양잎과	포자잎이	따로	있으며,	잎자루는	갈색	

으로	광택이	약간	있으며	밑부분에	황갈색의	인편이	

있고,	길이는	서로	비슷하다.	영양잎은	털이	없고	

잎몸은	넓은	난상	삼각형으로	1회깃꼴로	갈라지며	

끝이	급히	좁아져서	뾰족한	정엽으로	되며	중축은	

날개가	있고	우편은	긴	타원형,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다.	

포자잎은	가을에	생기고	2회	깃꼴로	갈라지며	소우편은	

둥글고	2줄로	달린다.	

포자낭군	▶				우축	위에	얇고	투명한	포막에	덮혀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30~9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
1.	영양잎			2.	포자잎과	포자낭군				

3.	새순			4.	새순	펼치기			5.	영양잎의	중축

081 야산고비 면마과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야산고사리

잎자루 : 길이 10~30cm.

잎몸    : 길이 30~60cm.

중축의 날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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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0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영양잎과	포자잎이	있으며,	잎자루는	짧고	막질의	

갈색	인편이	달린다.	영양잎은	뿌리줄기에서	모여나	

포자잎을	감싸고,	1회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끝이	

짧게	뾰족해지고,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	맨아래	

우편은	작은	귀모양이다.	우편은	넓은	선형,	끝이	

뾰족하고	자루가	없고	깃꼴로	깊게	갈라진다.	

열편은	긴	타원형	또는	좁은	난형이다.	포자잎은	

영양잎보다	작고,	가을에	나와	이듬해	봄까지	남아	

있으며	높이	30~60cm정도,	우편은	뒤로	말려	

포자낭을	감싼다.

포자낭군	▶				우편	주맥의	양쪽에	2~3줄로	달린다.

뿌리	 ▶				가는	뿌리줄기가	뻗으면서	새	포기를	번식한다.

크기	 ▶			80~15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	/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

1.	포자엽			2.	포자엽(전년도)			

3.	새순			4.	영양잎의	우편(심열)			5.	전체모습			

082 면마과청나래고사리 Matteuccia struthiopteris (L.) Todaro
청나래개면마, 포기고사리, 청날개고사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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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비교적	촘촘하게	나오고,	잎자루는	

길이	5~20cm,	샘털이	있고,	밑부분에	가장자리가	

밋밋한	넓은	피침형의	인편이	있다.	잎몸은	난상	

삼각형이고	길이	18~20cm로		2회	깃꼴로	깊게	

갈라진다.	첫째	우편은	자루가	있고,	둘째	우편도	

자루가	있으나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난상	삼각형이다.	열편은	선상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둥글고	깃꼴로	갈라지거나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둥글고	가장자리에	가깝게	달리며	포막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암갈색으로	길게	뻗는다.

크기	 ▶			20~50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석회암지대	/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지.	 1.	우편			2.	포자낭군		

083 산토끼고사리 면마과Gymnocarpium robertianum (Hoffm.) Newman

21



      103 10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5~18cm로	
볏집색이며,	밑부분에	밀생하는	인편은	연한	갈색의	
피침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몸은	2회	깃꼴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7~20cm이며	긴타원상	피침형,	
긴타원형으로	전체에	털이	거의	없다.	우편은	10~	
14쌍으로	난형,	피침형이며	짧은	자루가	있다.	
소우편은	자루가	거의	없으며,	둔한	톱니가	있거나	
깃꼴로	반쯤	갈라진다.	잎맥은 톱니의 안쪽까지 
도달한다.	

포자낭군	▶				열편의	가장자리	가까이,	잎맥	끝부분에	달린다.	
포막은	거의	원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다.

뿌리	 ▶				짧게	옆으로	뻗는다.

크기	 ▶			15~35cm.

형태	 ▶			하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및	북부지방.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	잎몸			2.	포자낭군			

084 면마과한들고사리 Cystopteris fragilis (L.) Bernh.
흰들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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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짧거나	길고	갈색	

이며	밑부분이	자주색을	띠기도	한다.	잎몸은	홑잎	

이며	길이	5~15cm이고	선형,	선상	피침형이며	

밑부분이	쐐기모양이고,	윗부분이	가늘어져	길게	

되며	끝에	무성아를	만들어	땅에	닿으면	새싹이	

돋으며,	잎맥은	1~3회	Y모양으로	갈라져	그물맥을	

만든다.	표면은	녹색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불규칙한	물결모양이다.

포자낭군	▶				포자낭군은	선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중맥의	양쪽에	

달리고	포막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작다.

크기	 ▶			2~15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3.	살눈(무성아)

4.	살눈에서	자라는	어린개체			5.	분리된	독립	개체		

085 꼬리고사리과거미고사리  Camptosorus sibiricus Rupr.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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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0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고,	잎자루는	길이	2~8cm로서	

광택이	있고	밋밋하며	진한	자주빛을	띤	갈색이다.	

잎몸은	길이	7~15cm로	1회	깃꼴겹잎으로	좁은	피침형	

이며,	중축은	잎자루와	색이	같고	끝에	무성아를	

만들어	땅에	닿으면	싹이	돋는다.	우편은	긴	타원형	

이고	가장자리가	깊게	또는	얕게	갈라지며	앞쪽	

윗부분이	귀모양으로	돌출되며	자루가	없다.

포자낭군	▶				우편의	측맥	끝에	달린다.

뿌리	 ▶				짧고	비스듬히	선다.

크기	 ▶			20cm	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이풀.

분포	 ▶				경남	통영시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086 꼬리고사리과개차고사리   Asplenium oligophlebium Baker

1 2



10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홑잎이며	뿌리줄기에서	모여나고,	잎자루는	길거나	

짧고	거의	털이	없다.	인편은	격자무늬이며	광택이	

있는	흑색이며	좁은	피침형,	선상	피침형으로	밑부분에	

밀생한다.	잎몸은	선상	피침형,	좁은	피침형,	끝이	

뾰족하며	밑에서는	1회	깃꼴겹잎,	중상부에서는	

우편이	심열~중렬한다.	잎축은	인편과	털이	없고,	

끝에	무성아가 발달하지 않는다.	우편은	난형으로	

약간씩	겹치며,	갈라지지	않거나	둔한	톱니가	발달	

하고	다소	두꺼운	초질이며	자루는	없다.	

포자낭군	▶				잎축과	우편의	주맥에	가깝게	붙는다.

뿌리	 ▶			땅속	줄기는	곧추	선다.

크기	 ▶			10~25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로	거미고사리와	

꼬리고사리의	교잡종이다.

분포	 ▶				전국	/	중국.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087 거미꼬리고사리  꼬리고사리과Asplenium x kobayashii Tagawa.

꼬리고사리 거미고사리 거미꼬리고사리

 무성아가 

생기지 않는다.

1 2



      107 10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잎	 ▶				홑잎이며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10~20cm이고	밑부분은	막질의	갈색	인편이	많이	

난다.	잎몸은	15~50cm정도의	피침형	또는	넓은	

선형으로	가죽질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심장형	

으로	좌우가	귀처럼	되며	뒷면	맥위에	갈색	인편이	있다.	

포자낭군	▶				포막은	선형으로	연한	갈색의	막질로서,	잎몸	밑부분의	

1/3정도에서	시작하여	위쪽	끝까지	측맥과	나란히	

달리며	중축을	중심으로	하여	2개씩	서로	마주	달린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선다.

크기	 ▶			20cm	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울릉도,	강원도,	제주도,	변산반도	/	온대지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	잎자루와	인편			2.	포자낭군의	모습			

088 꼬리고사리과골고사리   Phyllitis scolopendrium L. Newm.
변산일엽, 나도파초알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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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의	2가지	모양이며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1회	깃꼴로	갈라진다.	영양잎은	길이	5~	

15cm로	옆으로	퍼지고	포자잎은	30cm이상	자라며	

곧추서거나 비스듬히 선다.	우편은	아래로	내려	

갈수록	작아져	밑부분의	것은	귀모양으로	된다.	

열편은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짧은	자루가	있는	

것도	있다.

포자낭군	▶				긴	타원형이고	2줄로	배열되며	중맥	가까이에	달리며,	

익으면	터져서	열편	전체를	덮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선다.

크기	 ▶			20~3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089 꼬리고사리  꼬리고사리과Asplenium incisum Thunb.

포자잎

영양잎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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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난다.	잎자루는	길이	1.5~10cm로	

녹색이고	밑부분에	털이	없는	인편이	달린다.	

잎몸은	긴타원형이며	3회	깃꼴로	갈라지고	밑부분이	

좁아지지	않으며	길이	5~15cm정도이다.	우편은	

삼각상	난형	또는	삼각상	피침형으로	짧은	자루가	

있으며,	열편은	톱니가	있고	각	톱니에	1맥이	있다.

포자낭군	▶				긴타원상	선형이며	각	열편에	1~2(3)개씩	달리고	

익으면	터져서	열편	전체를	덮는다.	막질의	포막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끝부분에	털과		

인편이	많이	달린다.

크기	 ▶			10~20(3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3.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090 꼬리고사리과돌담고사리  Asplenium sarelii Hook.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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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1.5~8cm이고	담록색이며,	피침형의	

인편이	있다.	잎은	길이	2~7cm,	2회	깃꼴로	갈라	

지며	부채모양	난상	또는	삼각상	난형으로	맥이	

뚜렷하지	않고	위쪽에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다.

포자낭군	▶				길이	1~3mm로	열편	중앙에	모여	있고,	포막은	

반투명하고,	잎가장자리는	갈라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게	또는	비스듬히	서며,	흑갈색	

피침형	인편이	붙는다.

크기	 ▶			30cm	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충북,	강원도	이북의	석회암지대	/	중국,	대만,	일본	등지.

비고	 ▶			석회암지대	지표종
1.	잎(우편)			2.	포자낭군의	모습		

091 돌좀고사리   꼬리고사리과Asplenium ruta-muraria 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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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5~10cm로	

표면에	홈이	있고	광택이	나며,	짙은	자갈색	또는	

흑색이며	밑쪽에	작은	인편이	붙는다.	잎몸은	피침형,	

선상	피침형으로	1회깃꼴로	갈라지고,	우편은	사각상	

넓은	타원형이며,	윗쪽에	둔한	톱니가	있고	밑쪽은	

잘린듯	하며	밑부분의	첫	번째	톱니는	약간	귀처럼	

되고,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중축의 끝에 무성아가 

생기지 않는다.

포자낭군	▶				맥위에	달리며	길이	1~1.5mm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이	2~4mm,	지름	0.5~0.7mm로	짧고	

비스듬히	자란다.

크기	 ▶			길이	30cm안팎.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남	화순군,	경남	통영시	/	일본.

1.	잎(우편)			2.	포자낭군의	모습			

092 꼬리고사리과반들깃고사리   Asplenium boreale (Ohwi ex Kurata) Nakaik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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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이	1.5~10cm	

정도이다.	잎몸은	긴	타원형이며	3회	깃꼴로	갈라	

지고	밑부분이	좁아지지	않으며	길이	(5)10~(15)20cm	

이다.	우편은	삼각형	또는	삼각상	피침형이고	짧은	

자루가	있으며	최하	우편이	짧다.	열편은	자루가	

있으며	날카롭게	뾰족한	톱니가	있고	각	톱니에	

1맥이	있다.	

포자낭군	▶				긴타원상	선형,	열편에	1~3개씩	달리고	익으면	터져	

열편	전체를	덮으며,	막질의	포막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선다.

크기	 ▶			8~2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대구시,	강원도	/	중국,	일본	등지.

1.	잎			2.	포자낭군			3~6.	유사종	중축과	우편의	특징비교			

7.	잎자루	밑부분의	인편

093 사철고사리 꼬리고사리과Asplenium pekinense Hance

사철고사리 돌담고사리 꼬리고사리 애기꼬리고사리

1

3 4 5 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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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서	모여나며,	잎자루는	길거나	짧고	밑부분에	

갈색이	돌며,	어릴때는	샘털같은	인편이	달린다.	

잎몸은	2회	깃꼴로	갈라지고	긴타원상	난형	또는	

긴타원형이며	길이	2~15cm로	끝이	둔하거나	약간	

뾰족.	우편은	짧은	자루가	있고,	열편은	3~8쌍으로	

깃꼴로	깊이	갈라지거나	둔한	톱니가	있으며	도란상	

쐐기모양이고,	잎의	질이	얇다.

포자낭군	▶				열편에	1~3개씩	달리며,	포막은	얇은	막질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으며,	짙은	갈색의	인편이	있다.

크기	 ▶			20~3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제주도,	경남	/	중국,	네팔,	일본	등지.
1.	잎			2.	포자낭군의	모습			

094 꼬리고사리과애기꼬리고사리  Asplenium varians Wall. ex Hook. et Grev.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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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은	홑잎으로	긴	타원상	피침형,	피침형,	2~3개로	

갈라지기도	하는	등	변이가	있으며	갈라진	잎은	

중앙의	것이	가장	크고	길이	5~15cm,	너비	1.5~	

3cm,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녹색,	주맥과	측맥이	

뚜렷하며,	가장자리는	테두리처럼	검은빛이	돌고,	

물결모양이며,	잎자루는	길이	5~13(15)cm	정도로	

털이	없고	짙은	적갈색이며	광택이	있다.

포자낭군	▶				둥글고	중맥과	가장자리	중간에	한	줄씩,	측맥	중앙에	

1개씩	붙고,	갈색으로	익고	포막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뻗으며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는	

갈색	피침형의	인편으로	덮여	있다.	

크기	 ▶				(5)10~20cm.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	잎			2.	포자낭군			

21

095 고란초과고란초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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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잎	 ▶				뿌리줄기에	드문드문	달리며,		잎자루는	길이	5~	

10cm정도이고,	인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갈색이고	

밀생한다.	잎몸은	난상	타원형이며	길이	6~15cm,	

너비	4~5cm로	털이	없고	1회	깃꼴로	거의	중축	

까지	갈라진다.	우편은	10~20(25)쌍이며		선상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잔톱니가	

있으며	끝이	둔하다.

포자낭군	▶				둥글고	포막이	없으며,	우편의	가장자리와	주맥의	

중간에	붙는다.	

뿌리	 ▶				길게	옆으로	뻗고	표면은	광택이	나며,	인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많이	달린다.	

크기	 ▶			20cm내외로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울릉도,	강원도	북부	/	중국,	일본.	

1.	잎			2.	포자낭군		

096 미역고사리 고란초과Polypodium vulgare L.

나사미역고사리	P. fauriei

잎이 마르면 나사처럼 말리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자라며 산림청 희귀보호식물로

멸종위기종(C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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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뿌리줄기에	드문드문	달리며,	잎자루는	길이	5~	

10cm정도로	갈색이고	털이	없다.	잎몸은	긴타원상	

피침형이며	잎의	질은	단단하며,	1회	깃꼴로	중축	

까지	갈라지며	길이는	7~15(20)cm,	너비	2.5~5cm	

정도,	우편은	10~25쌍	정도로	가장자리는	밋밋	

하거나	끝에	둔한	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없다.	

포자낭군	▶				둥글고	우편의	가장자리와	주맥의	중간에	붙거나	

약간	가장자리	쪽에	붙고,	포막은	없다.

뿌리	 ▶				길게	옆으로	뻗는다.

크기	 ▶				대개	길이	10~20cm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북	/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1.	잎			2.	포자낭군			

097 고란초과좀미역고사리 Polypodium virginianum L. 
털미역고사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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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은	홑잎이며,	잎자루는	길이	20cm내외로	자라고,	

갈색의	별모양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	15~25cm	

정도,	넓은	피침형,	난상	피침형,	양끝이	좁고	단단	

하고	가죽질로,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어릴때는	

별모양의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뒷면은	갈색의	

별모양털이	밀생하고	없어지지	않으며,	중맥이	

뚜렷하고,	가장자리는	약간	물결모양이다.

포자낭군	▶				둥글고	포막은	없으며,	잎뒤	전체에	조밀하게	붙고	

별모양의	털이	함께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으며	갈색~적갈색으로	

선상	피침형의	인편으로	덮인다.	

크기	 ▶			30cm내외로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	중국,	대만,	인도차이나,	일본	등지.
1.	잎			2.	포자낭군			

098 석위 고란초과Pyrrosia lingua  (Thunb.) Farw.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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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잎자루는	길이	10~20cm이고	잎몸은	가죽질이며	

손바닥	모양	3~5개로	얕게	또는	중간정도	갈라	

지며	중앙열편은	삼각상	피침형으로	가장	크고	

끝이	뾰족하며,	길이	7~10(15)cm,	표면은	녹색으로	

별모양의	흰털이	많고	뒷면과	잎자루에는	적갈색	

별모양의	털이	밀생하며,	마르면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린다.	

포자낭군	▶				둥글고	포막은	없으며,	중맥을	제외한	잎뒤	전체에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게	뻗고,	인편은	갈색~흑갈색의	피침형	

으로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다.

크기	 ▶			10~3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바위에	착생.

분포	 ▶			충청도	이남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	잎			2.	포자낭군			

099 고란초과세뿔석위 Pyrrosia hastata (Thunb.) Chin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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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단단한	가죽질로	영양잎과	포자잎	2가지	모양이	있으며,	

포자잎이	약간	더	크고,	잎자루에 뚜렷한 홈이 있다.	

잎몸은	길이	3~7cm정도의	난형으로	표면은	녹색	

이며	어릴	때는	별모양의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뒷면은	갈색의	별모양	털이	밀생한다.	

포자낭군	▶			둥글고	포막은	없으며,	잎뒤	전체에	붙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게	옆으로	뻗으며,	인편은	황갈색으로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긴털이	있다.

크기	 ▶			높이	5~15cm내외.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몽골.	

1.	잎			2.	포자낭군			

100 애기석위 고란초과Pyrrosia petiolosa (Christ) Ching

1

애기석위는	석위 P. lingua에	비해	
잎자루에 분명한 골이 있으며 크기가 

1/2~1/3정도로 작다.

석위 애기석위 

1 2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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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홑잎으로	길이	5~10(30)cm,	너비	2~5mm정도의	

선형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윗부분은	주걱모양	

이며	밑부분은	점차	좁아지고,	잎자루는	없다.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녹색이며	양면	전체에	

황갈색	별모양의	털이	밀생한다.

포자낭군	▶				둥글며	포막은	없고,	윗부분의	중맥을	따라서	양쪽에	

2줄로	배열된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지름	2mm정도로	길게	옆으로	뻗으며,	

잎이	드문드문	나온다.	인편은	짙은	갈색이고	길이	

4~5mm의	선상	피침형으로	밀생하며	드물게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다.

크기	 ▶			길이	10cm정도(30cm이상까지도	자란다).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일본.		

1.	잎			2.	포자낭군			3.	전체모습			4.	잎표면			5.	잎뒷면

101 고란초과우단일엽 Pyrrosia linearifolia (Hook.) Ching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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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잎			2.	포자낭군			

102 산일엽초 고란초과Lepisorus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일엽초 L. thunbergianus
 : 뿌리줄기의 마디사이가 짧아 잎이   

  모여 난 것처럼 보이며, 포자가 산포 

  후 잎가장자리 밖까지 확산된다. 

산일엽초 L. ussuriensis
 : 뿌리줄기의 마디사이가 넓어  잎이 

  드문드문 나오며, 포자는 산포 

  후에도 확산되지 않는다.

애기일엽초 L. onoei
 : 길이가 10cm이하로 작고 

   포자낭군은 불과 몇 개로 적게  

   달린다.

일엽초 

잎	 ▶				뿌리줄기에서	잎이 듬성듬성 나오며,	잎자루는	길이	

2~5cm	정도로	가늘고	흑갈색이다.	잎몸은	길이	

10~20cm정도의	선상	피침형으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주맥을	따라	납작한	인편이	

드물게	붙어	있다.	

포자낭군	▶				둥글고	포막이	없으며	잎뒷면	윗부분에서	중맥과	

가장자리	중간에	2줄로	달리며	황갈색으로	익는다.		

포자가 산포된 후에도 확산되지 않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난상	삼각형의	인편이	

밀생하며	위가	꼬리모양으로	좁아지고	갈색이다.	

크기	 ▶			길이	20(25)cm이하.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일본,	러시아.		

유사종 특징비교

산일엽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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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마디사이가 짧은 뿌리줄기에서 나와 모여난 것 같으며	

두꺼운	가죽질이고	밑은	좁아져	잎자루처럼	되며,	

끝은	뾰족하고	잎맥이	뚜렷하다.	잎이	마르면	가장	

자리가	뒤로	말린다.

포자낭군	▶				둥글며	포막이	없고,	잎뒷면	위쪽	주맥과	가장자리	

중앙에	1줄씩	붙어	좌우	2줄로	되며,	익으면	황색이	

된다.	포자를 산포한 후에는 잎가장자리 바깥까지 

크게 확산된다.

뿌리	 ▶				뿌리줄기는	약간	거칠고	옆으로	길게	뻗고,	좁은	

피침형의	인편은	짙은	갈색이고	길이	1.5~4mm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돌기가	있다.

크기	 ▶			길이	10~20(30)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대만,	인도,	일본,	필리핀	등지.

1.	영양잎			2.	포자낭군	

103 고란초과일엽초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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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				영양잎과	포자잎이	있으며,	영양잎은	원형	또는	

타원형,	길이	1~2cm정도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뿌리줄기의	양쪽으로	달리며,	잎자루는	길이	1~7mm	

정도로	밑부분에는	인편이	있다.	포자낭이	달리는	

포자잎은	주걱모양으로	길이	2~4cm정도이며	비스	

듬히	또는	곧게	서고,	끝이	둥글며	밑부분이	좁아	

져서	길이	1~3cm의	잎자루처럼	되며	밑부분에	

인편이	있다.

포자낭군	▶				주맥의	양쪽에	선형으로	붙고	포막은	없으며,	익으면	

잎뒷면	전체를	덮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가늘고	길게	옆으로	기며	갈라져	

퍼진다.

크기	 ▶			1~3cm정도.		

형태	 ▶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남부	지방.	

1.	영양잎			2.	포자잎			3~4.	생태모습

5.	긴콩짜개덩굴 L. microphyllum var. nobukoanum     

104 콩짜개덩굴 고란초과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콩개고사리, 콩조각고사리

포자잎

영양잎

긴콩짜개덩굴

영양잎이 타원형~긴 타원형 1~2cm,

포자잎은 3~5cm로 

모종보다 포자잎이 2배정도 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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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2

5

1

3

4

1. 꽃차례   2. 꽃   3. 열매   4. 잎차례   5. 전체모습

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 위를 향해 달리는 1개의 이삭 

꽃차례에 흰색 꽃이 핀다. 꽃잎은 없고 끝이 잘게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있으며, 수술은 3개며 길이 

1~1.9cm로 길고 흰색이며, 꽃밥은 4개로 좌우측 수술대 

윗면의 아랫부분에 각각 1개,  중앙의 것에 2개가 있다. 

씨방은 난형이며 암술대가 없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황녹색으로  익는다.

잎 ▶    줄기 끝에 2장씩 2회 마주나는데, 마디 사이가 짧아 

마치 4장이 모여난 것처럼 보인다. 넓은 타원형, 도란형 

으로 길이 5~11cm, 너비 3~7cm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1~1.5cm이다.

줄기 ▶   높이가 20~3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으며 털이 없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 사방으로 많은 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이남 산지의 숲속.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001 홀아비꽃대과옥녀꽃대 Chloranthus fortunei (A.Gray) Solms
조선꽃대

옥녀꽃대   C.  fortunei  홀아비꽃대   C. japonicus  

중앙의 수술대에 

2개의 꽃밥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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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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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 위를 향해 달리는 1개의 이삭 

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과 꽃받침이 없고, 

3개의 수술은 선형이고 밑부분이 합쳐져 씨방 뒷면에 

붙고, 길이 4~5mm로 짧고 굵으며, 바깥쪽 밑부분에 

노란 꽃밥이 달리고, 씨방은 난형이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는 길이 2.5~3mm이다.

잎 ▶    줄기 끝에 2장씩 2회 마주나는데, 마디사이가 짧아 

마치 4장이 모여난 것처럼 보인다. 난형 또는 타원형 

으로 길이 4~12cm, 너비 2~6cm이고,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좁아지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3~12mm이다.

줄기 ▶    높이 20~3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으며 

털이 없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는 마디가 많고 흔히 덩어리처럼 되며, 

사방으로 많은 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002 홀아비꽃대 홀아비꽃대과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애비꽃대, 호래비꽃대

1. 꽃차례   2. 꽃(꽃잎은 없다)   3. 열매   4. 잎차례   

5. 전체모습   6. 새싹

홀아비꽃대   C. japonicus  옥녀꽃대 C.  fortunei  

꽃밥(2개) 
꽃밥(4개) 

씨방(1) 

수술대(3개) 
수술대(3개) 

꽃밥은 수술대 좌우측 뒷면의

밑부분에 각 1개씩 달린다.

꽃밥은 수술대 윗면의 좌우에

각 1개씩, 가운데 2개가 달린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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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암수한포기로 9~10월에 원줄기 또는 가지의 잎겨드 

랑이에서 나오는 취산꽃차례에 자잘한 녹색꽃이 많이 

달린다. 수꽃의 화피는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4개로 

봉오리일 때는 안쪽으로 굽는다. 암꽃은 암술 1개와 

4개의 화피가 있고, 암꽃과 수꽃은 둥근 덩어리 모양 

으로 섞여 있다.

열매 ▶   수과는 길이 1mm 정도로 즙액이 있고, 익으면 팽압에 

의해 씨를 튕겨낸다.

잎 ▶    어긋나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 3~9cm, 너비 2~5cm로 

밑부분은 다소 자른 듯하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털이 있다.잎자루의 길이는 1~ 

6cm이다.

줄기 ▶   높이 30~80cm로 곧게 서고 잔털이 밀생하며, 녹색 

이지만 간혹 암자색이 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숲가장자리와 경작지 / 중국, 대만, 일본.

003 뽕나무과뽕모시풀 Fatoua villosa  (Thunb.)  Nakai  
뽕잎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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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딴그루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꽃차례에 

황록색 꽃이 핀다. 수꽃은 원추꽃차례에 피며, 5개씩의 

꽃받침잎과 수술이 있고 길이 15~25cm이다. 암꽃은 

짧은 이삭꽃차례에 피며, 포는 둥근 난형이고 길이 

7~10mm로 뒷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열매 ▶    난상 원형의 수과는 중앙부가 부풀어 렌즈처럼 되고 

길이와 너비가 각 4~5mm로 윗부분에 잔털이 있다.

잎 ▶    마주나며, 손바닥처럼 5~7개로 깊이 갈라지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5~12cm이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다. 

열편은 난형 또는 피침형이고 밑부분이 좁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고, 양면에 

거친 털이 있으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 ▶    길이 3~8m로 네모나고, 다른 물체를 감고 오르며, 

아래를 향한 거센 갈고리가시가 있어 거칠다.

뿌리 ▶    원뿌리는 갈라지며 잔뿌리가 많다.

형태 ▶   덩굴성 한해살이풀.

분포 ▶   길가나 숲가장자리 / 중국, 대만, 일본.

004 환삼덩굴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한삼덩굴, 범상덩굴, 좀환삼덩굴, 언겅퀴,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잎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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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꽃   2. 수꽃   3. 암꽃차례   4. 잎차례   5. 전체모습   

6~7. 잎   8. 잎뒷면   9. 줄기와 잎자루

꽃 ▶    암수한그루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달리는 원추 

꽃차례에 자잘한 꽃이 모여 핀다. 꽃차례는 길이 5~ 

10cm로 잎자루보다 짧고, 수꽃차례는 줄기 밑부분에, 

암꽃차례는 줄기 윗부분에 달리며, 수꽃은 황백색이고 

화피와 수술이 각각 4개이며, 암꽃은 연녹색 통모양 

이고 여러 개가 모여 둥글게 되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 ▶   타원형의 수과는 길이 1mm 정도이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둥근 난형으로 길이 10~15cm, 너비 

6~12cm, 밑부분은 둥글고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 

하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솜털이 밀생하여 흰빛이 돌며 맥위에 

퍼진털이 있다. 잎자루는 잎과 길이가 같거나 약간 

짧고 퍼진 잔털이 있다.

줄기 ▶   높이 1~2m로 녹색으로 둥글고 곧게 서며, 약간 가지가 

갈라지기도 하고 퍼진 잔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뿌리는 목질로 옆으로 뻗고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 아시아 원산.

005 쐐기풀과모시풀 Boehmeria nivea (L.) Gaudich. 
남모시

6 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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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5

1. 꽃(암꽃)   2,5. 잎   3. 잎뒷면의 주맥   4. 전체모습   

꽃 ▶    암수한그루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달리는 이삭 

꽃차례에 연한 녹색의 꽃이 모여 핀다. 수꽃차례는 

줄기 밑부분에, 암꽃차례는 줄기 윗부분에 달리며, 

수꽃은 모여 달리고 화피와 수술이 각각 4개이며, 암꽃은 

화피통에 싸여 있고 그대로 열매로 성숙하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 ▶   도란형의 수과는 가장자리에 날개가 있고 전체에 털이 

있으며, 여러 개가 모여 밤송이 비슷하다.

잎 ▶    마주나는 넓은 난형 또는 원형이고, 길이 10cm, 너비 

12~18cm로, 가장자리의 톱니는 결각상이고 위로 갈수록 

커져서 끝부분이 주맥의 끝부분과 더불어 크게 3개로 

갈라진다. 양면에 짧고 거친 털이 퍼져 나 있으며 특히 

뒷면 중맥에 퍼진털이 많다.

줄기 ▶   높이 1m에 달하고 둔한 능선이 있으며 짧은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가장자리 / 중국, 일본.

006 쐐기풀과개모시풀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좀모시풀, 흰개모시풀

개모시풀 

잎뒷면의 맥 위에 퍼진털이 

많다.

왜모시풀

잎뒷면의 맥위에 비스듬히 

서는 짧은털이 많다.

개모시풀 B. platanifolia   왜모시풀 B. longisp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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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모시풀 B. longispica  개모시풀   B. platanifolia   

41

2

3

꽃 ▶    암수한그루로 7~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달리는 이삭 

꽃차례에 연한 녹색의 꽃이 모여 핀다. 수꽃차례는 

줄기 밑부분에, 암꽃차례는 줄기 윗부분에 달린다. 

수꽃은 모여 달리고 화피와 수술이 각각 4개이며, 

암꽃은 화피통에 싸여 있고 도란형 또는 넓은 도란형 

으로 길이 1.5mm이며, 좁은 날개가 있고 전체에 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수과는 길이 2mm이다.

잎 ▶    마주나는 둥근 난형이고, 길이 12~19cm로, 밑부분이 

둥글고 끝이 꼬리처럼 다소 길며 거의 갈라지지 않는다. 

양면에 짧은털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자리의 

톱니가 점차 커진다.

줄기 ▶    높이 80~100cm로 모여 나고 곧게 서며, 위쪽에 짧은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007 왜모시풀 쐐기풀과Boehmeria longispica Steud. 
모시풀, 개모시풀

1. 꽃(암꽃)   2. 잎   3. 잎뒷면의 주맥   4. 전체모습   

개모시풀은 거북꼬리와 왜모시풀의 교잡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잎들이 잎끝이 3개로 갈라진다.

왜모시풀은 잎끝이 꼬리처럼 길게 되며 거의

갈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형이 많아 동정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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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한그루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삭 

꽃차례에 연한 녹색의 꽃이 모여 핀다. 수꽃차례는 

줄기 밑부분에, 암꽃차례는 줄기 윗부분에 달린다. 

수꽃은 화피와 수술이 각각 4~5개이며, 암꽃은 여러 

개가 모여 달리고 통형의 화피에 싸여 있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 ▶    도란형의 수과는 연녹색으로 겉에 잔털이 있고, 여러 

개가 모여 둥글게 보인다.

잎 ▶    마주나는 난형이고 끝이 3개로 갈라지며 밑부분이 

둥글고, 중앙열편은 거북꼬리처럼 되고 때로는 완전히 

갈라져 2출엽처럼 되며, 3출맥이 뚜렷하다. 길이 8~ 

20cm, 너비 5~15cm로 가장자리에 큰 톱니가 있고, 

표면과 뒷면 맥위에 짧은털이 있으며, 잎자루에는 

붉은빛이 돈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모여 나고 곧게 서며, 둔하게 네모가 

지고 붉은 빛이 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계곡의 숲가장자리 / 중국, 일본.

008 거북꼬리 쐐기풀과Boehmeria tricuspis (Hance) Makino 
큰거북꼬리, 거복꼬리 

1. 암꽃   2. 수꽃   3. 잎   4. 잎뒷면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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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암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꽃 ▶    암수한포기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삭 

꽃차례에 연한 녹색의 꽃이 모여 핀다. 수꽃차례는 

줄기 밑부분에, 암꽃차례는 줄기 윗부분에 달린다. 

수꽃은 화피와 수술이 각각 4~5개이며, 암꽃은 여러 

개가 모여 달리고 통형의 화피에 싸여 있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 ▶   도란형의 수과는 연녹색으로 겉에 잔털이 있고, 여러 

개가 모여 둥글게 보인다.

잎 ▶    마주나는 마름모꼴의 난형으로 거북꼬리와 달리 끝이 

3개로 갈라지지 않고 밑부분의 1/3은 톱니가 없으며  

쐐기모양이다. 길이 8~20cm, 너비 5~15cm로 가장 

자리에 큰 톱니가 있고, 표면과 뒷면 맥위에 짧은털이 

있으며, 긴 잎자루에는 붉은빛이 돈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모여 나고 곧게 서며, 둔하게 네모가 

지고 붉은 빛이 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계곡의 숲가장자리 / 중국, 일본.

009 쐐기풀과풀거북꼬리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큰거북꼬리, 거복꼬리

풀거북꼬리 개모시풀 왜모시풀거북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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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열매   3. 잎차례   4. 전체모습

꽃 ▶    암수한그루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 녹색의 암수꽃이 

모여 피며, 암꽃이 수꽃보다 많다. 수꽃은 화피열편과 

수술이 각각 4개이며, 암꽃은 화피가 3개로 갈라지며  

그 중 1개가 크다.

열매 ▶   난형의 수과는 납작하고 길이 0.5mm 정도로 연한 

갈색이다.

잎 ▶    마주나며, 원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6~10mm로 양끝이 둔하거나 둥글다. 3맥이 있고 

가장자리에 희미한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 옆으로 

나열된 결정선이 있고 뒷면에 갈색 샘점이 있다. 

잎자루는 잎과 길이가 같거나 길다.

줄기 ▶   높이 5~10cm로 밑에서 가지를 치고, 반투명하며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는 짧고 갈라지며 잔뿌리가 있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그늘진 습지 / 중국, 인도, 일본 등지.

010 쐐기풀과물통이 Pilea peploides (Gaudich.) Hook. & Arn. 
물풍뎅이, 물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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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한그루로 9~10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1~ 

3cm의 꽃대 끝에 연녹색의 암수꽃이 섞여서 머리 

모양으로 핀다. 수꽃은 화피열편과 수술이 각각 4개 

이며, 암꽃은 화피가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1mm 정도이고 끝이 둔하다.    

열매 ▶    난형의 수과는 납작하고 길이 1mm 정도로 갈색 

반점이 없다.

잎 ▶    마주나는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 1~3cm로 

끝이 뾰족하거나 둔하며, 밑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 

모양이며 꽃차례가 달리는 줄기 끝에 붙는 잎은 좌우측에 

굵은 톱니가 2~9개 정도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 붙는 

잎은 톱니가 있거나 없다. 표면에 털이 있고 뒷면에는 

없으며, 밑부분에 3맥이 있고 잎자루는 잎보다 짧거나 

다소 길다.

줄기 ▶    높이 10~20cm로 곧게 서고 가지를 치며, 약간 적갈색이 

돌고 물기가 많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한해살이풀, 개체군을 형성하여 무리지어 자란다.

분포 ▶   산지의 숲그늘 / 중국, 일본, 러시아.

011 산물통이 쐐기풀과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비름, 산물퉁이

1. 꽃차례   2. 잎   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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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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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한포기로 9월에 잎겨드랑이에 연녹색의 암수꽃이 

모여서 길이 1~3cm의 밀산꽃차례를 이룬다. 수꽃은 

화피열편과 수술이 각각 2개이고, 암꽃은 암술 1개와 

3개의 헛수술이 있으며, 화피가 3개로 깊게 갈라지고, 

열편은 길이가 다르고 계속 자라나 열매를 감싼다.  

열매 ▶    난형의 수과는 납작하고 길이 1~1.2mm로 약간 도드 

라진 갈색 점이 있다.

잎 ▶    마주나는 난형이고, 길이 1.5~10cm, 너비 1~7cm로 

끝이 짧은 꼬리처럼 뾰족하며, 밑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삼각상의 톱니가 있다. 밑부분에 3맥이 

발달하고 잎자루는 1~3cm이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고 담록색이며, 물기가 많고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그늘진 습지 / 중국, 몽고, 일본, 러시아.

012 모시물통이 쐐기풀과Pilea mongolica Wedd. 
푸른물풍뎅이, 푸른물퉁이, 모시물퉁이

1. 꽃차례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왼쪽 모시물통이, 오른쪽 큰물통이)

5 6 7 8
9

10

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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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살눈(주아, 육아)   3. 잎   4. 전체모습   

5. 잎표면   6. 잎뒷면   7. 턱잎   8. 줄기

꽃 ▶    대개는 암수한그루로 7~8월에 줄기와 가지 끝, 잎겨드 

랑이에 녹색 꽃이 이삭꽃차례로 모여 핀다. 암꽃차례는 

줄기와 가지 끝에, 수꽃차례는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수꽃은 4개의 수술과 화피열편이 있고, 암꽃은 1개의 

암술과 화피열편이 있다.

열매 ▶   둥글고 납작한 난형의 수과는 길이 1mm 정도이며 

매끈하다.

잎 ▶    마주나는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끝이 점차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길이 

6~12cm, 너비 1.5~5cm로 양면에 털이 거의 없으나 

뒷면 맥위에 잔털이 있다. 턱잎은 4개로 선형이고 길이 

7~8mm이며, 잎자루는 길이 1~3cm로 짧은털이 

있거나 없다.

줄기 ▶   높이 80~150cm로 한 뿌리에서 여러 대가 모여나고 

약간 가지를 치며, 네모지고 가시털이 있다.

뿌리 ▶  다소 굵은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013 쐐기풀과가는잎쐐기풀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가는쐐기풀, 꼬리쐐기풀

암꽃차례 수꽃차례

5 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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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꽃차례 수꽃차례

꽃 ▶    암수한그루로서 7~8월에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1쌍의 이삭꽃차례를 만들며, 줄기 위쪽의 꽃차례는 

암꽃차례, 아래쪽의 꽃차례는 수꽃차례가 된다. 꽃은 

가늘고 꽃차례축에 듬성듬성 달리고, 수꽃에는 4개의 

화피외 4개의 수술이 있으며 암꽃에는 작은 화피가 

4개로 비교적 큰 암술이 1개가 있다.  

열매 ▶    둥글고 납작한 난형의 수과는 길이 1mm 정도이며 

매끈하다.

잎 ▶    줄기에 듬성듬성 마주나고, 가는 잎자루가 있으며, 

밑부분에 1쌍씩 합착한 2장의 막질 턱잎이 있다. 잎몸은 

좁은 피침형 또는 선상피침형으로 길이 5~8cm, 

잎끝은 꼬리모양 예리하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둔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가 있다. 잎의 질은 아주 얇고, 

3개의 주맥이 있다.

줄기 ▶    높이 100cm로 드문드문 모여나고 곧추 선다.

뿌리 ▶   다소 굵은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일본.

014 긴꼬리쐐기풀 쐐기풀과Urtica angustifolia var. sikokiana (Makino) Ohwi 

1. 꽃차례   2. 잎   3. 턱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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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수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수꽃차례   

6. 잎표면과 잎자루의 가시털(자모刺毛)   7. 턱잎   8. 줄기 

꽃 ▶    암수한그루로 7~10월에 줄기와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 

이삭꽃차례로 연록색의 꽃이 모여 핀다. 수꽃차례는 

줄기와 가지 끝에, 암꽃차례는 아래쪽에 달리고, 꽃은 

4수성으로 수꽃은 지름 2mm 정도로 수술과 화피 

열편이 각 4개가 있고, 암꽃은 1개의 암술과 4개의 

화피열편이 있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수과는 녹색이고 길이 2mm정도이다.

잎 ▶    마주나며,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길이 5~10cm, 너비 

2.5cm 정도로 양면에 털과 샘점이 있다. 턱잎은 4개로 

선형이고 길이 6~7mm이며, 잎자루는 잎 길이의 1/3 

이상이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한뿌리에서 여러 대가 모여나고 

가지를 치며, 네모지고 잔털과 가시털이 있다.

뿌리 ▶  여러 가닥의 원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 또는 숲가장자리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쐐기풀 U. thunbergiana 은 잎 표면에 황색 털이 

드문드문 있으며 뒷면은 특히 맥 위에 짧은 털이 있고 

잎가장자리에 결각상 겹톱니가 있는 것으로서 문헌만 

있고 실체가 없는 종이다.

015 쐐기풀과애기쐐기풀 Urtica laetevirens Maxim. 
작은잎쐐기풀, 아기쐐기풀, 쐐기풀

가시털 턱잎
가시털

5 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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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꽃차례

수꽃차례
꽃 ▶    암수한포기로 8~9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삭꽃차례에 연녹색 꽃이 모여 핀다. 

잎겨드랑이에서는 길고 짧은 꽃차례가 2개씩 나오고, 

줄기 끝은 전체가 꽃차례가 된다. 꽃은 4수성이고 

암꽃의 화피열편 4개중에 2개가 길게 자라 열매를 

둘러싼다.  

열매 ▶    일그러진 원형의 수과는 길이 2mm 정도로 황갈색이다.

잎 ▶    어긋나는 난형이고,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가장자리에 끝이 뾰족한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5cm 정도로 표면에 

잔털이 있고, 뒷면은 맥 위에 큰 가시털이 있다. 턱잎은 

3각상 송곳형이고, 잎자루는 길고 가시털이 난다.

줄기 ▶    높이 10~120cm로 곧게 자라고 통증을 주는 가시 

털이 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가장자리 / 중국.

016 큰쐐기풀 쐐기풀과Girardinia cuspidata Wedd. 

1. 꽃차례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잎표면   6. 잎자루   7. 잎뒷면   8. 줄기

5 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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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살눈(주아, 육아)   3. 잎   4. 전체모습   

5. 잎표면   6. 잎자루   7. 잎뒷면   8. 줄기

꽃 ▶    암수한그루로 7~9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 연녹색 

꽃이 모여 핀다. 수꽃화서는 아래쪽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원추꽃차례이고, 길이 4~7cm로 화피열편과 

수술이 각각 4~5개이다. 암꽃차례는 원줄기 끝에서 

비스듬히 나오는 총상꽃차례로 길이 7~15cm이며, 

4개의 화피열편 중 2개의 열편은 길게 자란다. 

열매 ▶   일그러진 원반형의 수과는 길이 2.5~3mm이며, 잎겨드 

랑이에 살눈이 생겨 번식한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난상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길이 8~15cm, 너비 4~7cm로 가장 

자리에 끝이 뾰족한 톱니가 있고, 양면에 가시털과 

털이 있고 특히 맥위에 짧은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잎 길이의 1/2 이하이다.

줄기 ▶   높이 40~70cm로 곧게 자라고 능각이 지며, 통증을 

주는 가시털이 있다.

뿌리 ▶  작은 방추형의 덩이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017 쐐기풀과혹쐐기풀 Laportea bulbifera (Siebold & Zucc.) Wedd. 
알쐐기풀

암꽃차례 수꽃차례

암꽃차례

수꽃차례

5 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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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꽃은 4~5월에 홍자색, 흑자색, 황록색으로 피고 잎 

사이에서 1개의  꽃대가 나와서 그 끝에 1개의 꽃이 

옆을 향하여 달린다. 꽃잎, 꽃받침은 통처럼 생기고 

끝이 3개로 갈라져서 약간 뒤로 젖혀진다. 수술은 

12개이고 암술대는 6개로 갈라진다. 

열매 ▶    장과(漿果)로, 8∼9월에 익으며  끝에 꽃받침조각이 

달려 있다.

잎 ▶    잎은 원줄기 끝에서 보통 2개씩 나와 마주난 것처럼 

보이고, 긴 자루가 있으며 자주빛이 돌고, 심장모양으로 

너비 5∼10cm로서 표면은 녹색으로 광택이 없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뒷면 맥 위에 잔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마디가 많고 육질이며 매운 맛이 있다.

높이 ▶   10~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그늘진 숲 / 중국, 일본.

018 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Asarum sieboldii Miq.  
민족도리풀, 만주족도리풀, 털족도리풀, 뿔족도리풀

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5. 어린개체   6~8. 다양한 개체변이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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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받침열편(3개)   2. 꽃받침통   3. 잎   4. 잎뒷면   5. 전체 모습

꽃 ▶      4~5월, 뿌리에서 나온 짧은 꽃자루 끝에 1송이의 옅은 

흑자색 꽃이 핀다. 꽃받침통은 짧은 종모양으로 녹색을  

띤 자주색이고 끝부분이 3개로 갈라지며, 꽃받침열편은 

길이 10~15mm의 타원상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은 진한 자주색이다. 씨방은 상위이고 암술대는 6개, 

수술은 12개이다.

열매 ▶   장과 모양의 위액과는 끝에 화피열편이 달려 있고 

씨앗은 20알 정도 들어 있다. 

잎 ▶    짧은 뿌리줄기에서 심장형의 잎이 대개 2장씩 나온다. 

길이 8~12cm, 너비 8~10cm로, 양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특히 뒷면에 많다. 잎자루는 길이 13~17cm로 

안쪽에 약간 털이 있다.

높이 ▶  높이 10~25cm로 줄기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마디가 있으며, 육질의 긴 뿌리가 

많이 나고 매운 맛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19 쥐방울덩굴과금오족도리풀 Asarum patens (K.Yamaki) B.U.Oh  

꽃받침열편

꽃받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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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받침열편(3개)   2. 꽃받침통   3. 잎   4. 전체 모습

꽃 ▶      4~5월, 뿌리에서 나온 짧은 꽃자루 끝에 1송이의 짙은 

흑자색 꽃이 핀다. 화통은 짧은 종모양으로 족도리풀 

보다 크고 끝부분이 3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난상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구불거린다. 

씨방은 상위이고 암술대는 6개, 수술은 12개이다.

열매 ▶   장과 모양의 위액과는 끝에 화피열편이 달려 있고 

씨앗은 20알 정도 들어 있다. 

잎 ▶    짧은 뿌리줄기에서 심장형의 잎이 대개 2장씩 나온다. 

잎이 유사종에 비하여 크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대개 짙은 흑자색으로 

땅위에 나와 점차 녹색으로 변한다.

높이 ▶  높이 10~25cm로 줄기가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마디가 있으며, 육질의 긴 뿌리가 

많이 나고 매운 맛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20 쥐방울덩굴과자주족도리풀 Asarum koreanum (J.Kim & C.Yook) B.U.Oh & J.K.Kim 

꽃받침열편
꽃받침통

꽃봉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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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받침열편(3개)   2. 꽃받침통   3. 잎   4. 잎뒷면

5. 잎자루   6. 전체 모습

꽃 ▶      꽃은 4~5월에 피며, 꽃자루는 길이 3~10cm이고 

자주색이다. 꽃받침통은 항아리 모양이며 자주색 또는 

밝은 적자색이고, 꽃받침열편은 둥글고 넓은 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편평하며, 전체가 바깥으로 젖혀지고, 둥글게 

반곡하여 선단이 꽃받침통쪽으로 굽거나 꽃받침통에 

닿는다. 꽃받침통 입구는 고리 모양으로 대개 흰색을 

띤다. 자방은 하위이다.

열매 ▶   장과로 끝에 화피열편이 달려 있다.

잎 ▶    잎은 녹색이며 길이 4~8cm, 선단부는 둔하거나 뾰족 

하며, 양면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3~22cm로 

흔히 털이 많으며, 윗부분은 백녹색, 아랫부분은 자갈색 

또는 회자색이다.

높이 ▶  높이 10cm내외.

뿌리 ▶   뿌리줄기는 마디가 많으며 육질이고 매운 맛이 있으며 

가늘고 길며 수염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북부~중부의 산지와 계곡 주변 / 중국, 러시아.

021 쥐방울덩굴과털족도리풀 Asarum mandshuricum (Maxim.) M. Kim & S. So
만주족도리풀, 서울족도리풀, 영종족도풀

꽃받침열편

꽃받침통

▶식물분류학회지 38권3호, 2008년9월에 출판된

  “한국산 족도리풀속의 분류학적재검토/충북대”를

   참고하여 정리함. 본자료에는 영종족도리풀, 

   만주족도리풀, 서울족도리풀을 본종의 이명으로

   처리하였음, 그러나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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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월에 잎사이에서 나온 짧은 줄기 끝에서 짧은 꽃자루가 

나와 항아리 모양의 검붉은 꽃이 아래로  숙여서 핀다. 

꽃은 길이 1.6~2cm, 지름 1cm, 꽃잎은 없고 꽃받침통 

위쪽이 3개로 갈라져 펴지며, 그 안쪽에 자주색능선이 

있으나 털은 없다. 갈래조각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열매 ▶    꽃받침조각과 더불어 길이 3cm 정도이다.

잎 ▶    짧은 줄기 끝에 1~2장씩 붙으며 털이 없다. 

심장모양으로 길이는 8cm, 너비 7cm 정도이며,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흰색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길이 2.5~13cm이다.

뿌리 ▶    마디가 많고 다육질이며 비스듬히 서고, 흰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잔뿌리가 많다.

높이 ▶   10~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남해안의 산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022 개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Asarum maculatum Nakai
알룩세신, 개족도리, 섬세신, 섬족도리풀

1. 꽃   2. 꽃(녹화)   3. 잎   4. 잎뒷면   5. 전체 모습

개족도리풀에 비해 

잎 양면에 털이 많고

꽃받침 조각에 흰 반점이 

있는 것이 다르다.

무늬족도리풀   A. vers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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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꽃받침통은 길쭉한 통 모양으로, 녹색을 띤 자주색 

이다. 길이 1.0~1.2cm, 직경 0.9~1.0cm이다. 

꽃받침열편은 3개이며 자주색 또는 녹색을 띤 자주색 

으로 열편 전체에 작은 흰 반점이 있다, 위로 솟거나 

평평하며, 끝은 뾰족해져 위로 꺾이고, 길이는 5~8mm, 

너비 5~7mm이며, 밑부분은 검은 자주색 또는 진한  

자주색이다. 암술은 6개이고, 수술은 12개로서 2열로 

배열한다. 꽃받침열편에 흰 반점의 무늬가 있는 것이 

유사종과 다른 특징이며, 잎에 흰 반점의 무늬가 없는 

것을 민무늬족도리풀 A. versicolor var. non-versicolor 
이라 하였으나 2004년도에 무늬족도리풀에 통합되었다.

열매 ▶    장과로 8~9에 익는다.

잎 ▶    잎은 얇고, 잎 윗면에 흰 무늬가 있거나 없으며, 잎 

윗면과 양면의 맥에 잔털이 많다. 잎의 길이 5.5~ 

8.5cm, 잎자루 안쪽에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육질이며 매운 맛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경남 등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23 무늬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민무늬족도리풀

1. 꽃받침열편(3개)   2. 꽃받침통   3. 잎   4. 잎뒷면   5. 전체 모습

꽃받침열편
꽃받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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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 ▶    7~9월에 취산꽃차례를 이룬 가지끝에서 지름 5~ 

6mm의 흰꽃이 3~7송이 정도가 핀다. 꽃받침잎은 

5개이고 긴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3맥과 털이 

있으며 길이는 3mm이다. 꽃잎은 5장이고 끝이 약간 

오목한 타원형으로 꽃받침과 길이가 비슷하며, 암술대는 

3개이고 수술은 10개, 꽃자루는 털이 없거나 약간 있다.

열매 ▶   삭과는 타원상 난형이며 길이 4mm정도이며 끝이 

3~4개로 갈라진다.

잎 ▶    마주나는 침형으로 길이 8~15mm로 끝이 뾰족하고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10~20cm로 모여나고 곧게 서며, 아래서부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윗부분에 털과 샘털이 있다. 

뿌리 ▶   원뿌리는 길게 자라고 갈래로 갈라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 북부지방 / 중국, 러시아.

024 석죽과삼수개미자리 Minuartia verna var. coreana (Nakai) H. Hara   
좀산개미자리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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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가지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1~ 

3cm의 꽃차례에 1~3송이의 흰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5개이고 길이 2mm의 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희미한 

1~3맥이 있으며, 중맥에 잔털이 있고, 꽃잎은 5장이고 

길이 5~8mm의 긴도란형이며, 암술대는 3개이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길이 4~5mm이고 3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둥근 신장형으로 검고 길이 1mm 정도이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긴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길이 

1~2.5cm, 너비 3~10mm로 양끝이 둔하고 3맥이 

있으며, 양면에 잔털이 있고 잎자루는 없다.

줄기 ▶    높이 10~20cm로 가늘고 아래에서부터 가지를 치며, 

아래로 향한 잔털이 있다. 

뿌리 ▶    가는 뿌리줄기가 길게 옆으로 뻗으면서 개체군을 

이루며 마디에서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충북, 경기도 / 북반구 온대지역.

025 개벼룩 석죽과Moehringia lateriflora (L.) Fenzl
개벼룩이자리, 홀별꽃, 큰장구채

1. 꽃   2. 열매(미성숙)   3. 잎   4. 전체 모습



      151 

특징

2

4

6

1

3

5

1. 꽃   2. 폐쇄화   3. 열매   4. 씨앗   5. 꽃자루   6. 잎   7. 줄기

8. 뿌리

꽃 ▶    4~5월에 줄기 끝에 1~5개의 흰꽃이 피고, 꽃자루는 

2~3cm이며 세로줄로 털이 있다. 꽃잎은 5개, 길이는 

6mm의 도란형으로 끝부분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인다. 

암술대는 3갈래,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로 3갈래로 벌어지며, 씨앗은 붉은색 

으로 잔돌기가 많다.   

잎 ▶    잎은 마주나고 도피침형으로 길이는 10~40mm, 너비 

2-4mm이다. 줄기 윗부분 2쌍의 잎은 마디 사이가 

짧아 가깝게 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잎 4장이 돌려난 

것처럼 보인다.

줄기 ▶   원줄기 1~2개가 나와 곧게 서고, 세로로 2줄의 털이  

나 있다. 

뿌리 ▶   방추형의 덩이뿌리가 1~2개 달린다.

높이 ▶   약 8~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026 석죽과개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다화개별꽃, 들별꽃, 섬개별꽃, 미치광이풀, 좀미치광이풀

열매가 맺힐 무렵 줄기 윗 부분의 잎은 크게 자란다.

꽃받침

꽃자루

5×5mm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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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받침

꽃자루

꽃 ▶    4~5월에 줄기 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1개씩 나와 흰꽃이 핀다. 꽃자루는 15mm로 털이 있고, 

꽃잎은 도란형이며 길이 4~6mm로 꽃잎 끝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였으며, 암술대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는 약 3mm, 씨앗은 1mm정도며 옅은 

갈색으로 잔돌기가 많다. 

잎 ▶    마주나고, 난형 또는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둥글며, 길이 1.5~3cm , 너비 1~2cm로서 잎자루가 

없다. 양면에 털이 있고 특히 가장자리와 뒷면 맥 위에 

긴털이 있다. 

줄기 ▶    곧게 서며 세로줄로 2줄의 털이 나 있다.

뿌리 ▶    방추형의 덩이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높이 ▶   약 15~3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팔공산 산지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027 긴개별꽃 석죽과Pseudostellaria japonica (Korsh.) Pax

1. 꽃   2. 꽃자루   3. 줄기   4. 잎   5. 잎뒷면과 가장자리   6. 뿌리

구분 개별꽃 긴개별꽃

꽃의 수 1~여러 개(줄기 끝) 1~2개(줄기 끝, 잎겨드랑이)

높이 8~15cm 15~30cm

잎
잎 밑부분에 약간의
털이 있다.

잎뒷면 맥위와 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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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자루   3. 줄기   4. 잎(개화기)   5. 잎(결실기)   

6. 뿌리   7. 꽃이 진 후의 모습 

꽃 ▶    4~5월에 줄기 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1개씩 나와 흰꽃이 핀다. 꽃자루는 15mm로 털이 있고, 

꽃잎은 도란형이며 길이 4~6mm로 꽃잎 끝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였으며, 암술대는 3갈래이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는 약 3mm, 씨앗은 1mm 정도의 옅은 

갈색으로 잔돌기가 많다.  

잎 ▶    잎은 마주나고 넓은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 

하다. 양면에 털이 없으나 잎가장자리에 흰털이 있다. 

줄기 ▶   처음에는 곧게 자라다가 꽃이 지면서 가지가 계속 

생기고, 옆으로 누워 길게 뻗으면서 덩굴처럼 된다.

뿌리 ▶   굵은 방추형의 덩이뿌리가 있다.

높이 ▶   약 10~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028 석죽과덩굴개별꽃 Pseudostellaria davidii (Franch.) Pax
덩굴미치광이, 둥근잎미치광이

꽃받침

꽃자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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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받침

꽃자루

꽃 ▶    4~5월에 흰색꽃이 줄기 위쪽의 긴 꽃자루 끝에 보통 

1송이씩 달린다. 꽃잎은 도란형으로 6~7개로 이루어 

지며, 꽃잎 끝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인다. 암술은 

2개, 수술은 12~14개이다. 꽃자루에 세로줄로 털이    

나 있다.

열매 ▶    삭과는 6mm, 갈색 씨앗은 3mm로 잔돌기가 있다. 

잎 ▶    난형~긴난형으로 마주나며, 양면에 털이 있고 꽃 바로 

아래의 줄기 끝부분 잎은 마디 사이가 짧아 가깝게 

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잎 4장이 돌려난 것처럼 

보인다.

줄기 ▶    곧게 서고 세로줄로 2줄의 털이 나 있다.

뿌리 ▶    뿌리줄기가 발달하여, 여러 개체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덩이뿌리가 있다.

높이 ▶   약 12~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북 북부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029 숲개별꽃 석죽과Pseudostellaria setulosa Ohwi
털개별꽃, 털미치광이풀, 털들별꽃

1. 꽃   2. 꽃자루   3. 줄기   4. 잎   5. 잎뒷면   6. 뿌리

뿌리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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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자루   3. 줄기   4~5. 잎   6. 뿌리

꽃 ▶    4~6월에 줄기 끝에 1개의 흰꽃이 위를 향해 피며, 

꽃자루는 15~25mm로 털이 없다. 꽃잎은 5~8개로 

많이 달리며, 길이 6~8mm, 넓은 도피침형으로 끝이 

둔하고 가운데가 패이지 않는다. 암술대는 3갈래,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 씨앗은 짙은 갈색으로 잔돌기가 많다.    

잎 ▶    잎은 마주나며 주걱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줄기 윗부분 

2쌍의 잎은 특별히 크고, 마디 사이가 짧아 가깝게 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잎 4장이 돌려난 것처럼 보이며 

길이 3~4cm, 너비 1.5~2.5cm로 털이 없다.  

줄기 ▶   곧게 서고 세로줄로 2줄의 털이 나 있다.

뿌리 ▶   방추형의 덩이뿌리가 1~4개 있다.

높이 ▶   약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030 석죽과큰개별꽃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좁은잎개별꽃, 민개별꽃, 수염뿌리미치광이, 큰들별꽃, 선미치광이풀

꽃받침

꽃자루

꽃잎 6~8장(보통
6~7장), 꽃밥은
밝고 붉은 자색,
꽃자루는 10~13
mm로 짧고 줄로 
돋는 털이 있다.

꽃잎 5장(간혹6, 
드물게 4장),
꽃자루는 40mm 
정도로 동속 중 가장
길며 줄로 돋는 털이 
있다.

참개별꽃 P.  coreana 지리산개별꽃  P. okamo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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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9월에 원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 

꽃차례에 흰꽃 또는 연한 분홍색꽃이 층층으로 모여 

핀다. 꽃받침은 난상 원통형이고 길이 7~10mm로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지며 10맥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암술대 3개와 수술 

10개가 있다. 꽃자루는 길이 1~3cm이고, 포는 밑부분 

양쪽이 막질이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길이 7~8mm이고 끝이 6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신장형이고 자갈색이며 잔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긴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양끝이 좁으며 

잎자루가 없고, 길이 3~10cm, 너비 1~3cm로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흔히 양면에도 털이 약간 있다. 

줄기 ▶    자줏빛이 도는 녹색이며 높이 30~80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으며, 마디 부분은 흑자색이다.

뿌리 ▶   긴 원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양지바른 산과 들 / 중국, 러시아, 일본.

031 장구채 석죽과Silene firma Siebold & Zucc.     

1. 꽃   2. 잎   3. 줄기(털이 없다.)   4. 전체 모습

5. 잎뒷면   6. 열매   7. 씨앗

1mm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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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가지끝과 윗부분 잎겨드랑이에서 흰꽃이 

취산꽃차례로 피어 전체가 원추형으로 된다. 꽃받침은 

원통모양이고 길이 1cm 정도로 끝이 5개로 갈라지며 

10맥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암술대는 3개, 수술은 10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1.5~ 

2cm로 선점이 있으며 털은 없고 가늘다.

열매 ▶    넓은 난형의 삭과는 끝이 6개로 갈라지고 꽃받침통 

보다 길며, 씨앗은 신장형으로 잔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선형 또는 피침형이고, 양끝이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지며 잎겨드랑이에 잎이 밀생한 

짧은 가지가 있다.

줄기 ▶    높이 90cm에 달하고 가늘며, 곧게 서고 가지를 치며, 

잔털이 있고 윗부분의 마디사이에 샘점이 있어 끈적 

끈적하다.

뿌리 ▶    원뿌리는 갈래가 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북 안동시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032 끈끈이장구채 석죽과Silene koreana Kom.  
끈끈이대나물(북한)

1. 꽃   2. 잎   3. 잎차례   4. 전체 모습

5~6. 꽃자루와 줄기의 끈끈한 샘점에 곤충이 붙어 있는 모습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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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미성숙)   3. 잎   4. 전체 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와 가지끝에서 지름 12mm 정도의 

흰꽃이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종같고 녹색으로 

끝이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5장이고 길이 2mm 정도로 

끝이 2개로 갈라진다. 암술대는 3개, 수술은 10개이다. 

꽃자루는 가늘고 길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는 끝이 6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신장형 

으로 황갈색이며 잔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난형이고 양끝이 좁아지며 특히 윗부분이 

뾰족하며, 길이 1.5~3cm, 너비 1~1.5cm로 짧은 

잎자루가 있다.

줄기 ▶   높이 50cm에 달하고 가늘며, 밑부분이 옆으로 기고 

윗부분은 비스듬히 서며, 가지를 많이 치고 굽은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으며, 땅에 닿은 누운 줄기의 

마디에서도 잔뿌리가 난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일본.

033 석죽과가는장구채 Silene seoulensis Nakai 
동굴장구채, 가지가는장구채, 수양장구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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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줄기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노란색이 

도는 흰꽃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원통모양 

이고 길이 1cm정도로 끝이 5개로 갈라지며 털이 없고 

10맥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2개로 갈라지고 

길이 5mm이며, 암술대는 3개, 수술은 10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1~2cm이고, 포는 잔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끝이 6개로 갈라지고 겉에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뿌리잎은 모여나고, 줄기잎은 마주나는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길이 7~13cm, 너비 2~7mm로 끝이 뾰족 

하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잎자루처럼 된다.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작아져 포와 연결된다. 

줄기 ▶    높이 25cm에 달하고 곧게 서고 가지를 치지 않는다.

뿌리 ▶    원뿌리는 굵어지고 줄기가 모여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고산 / 중국, 러시아, 몽골.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34 가는다리장구채 석죽과Silene jenisseensis Willd.  
짤룩장구채, 짤룩대나물(북한)

1. 꽃   2. 뿌리잎   3.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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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5. 꽃차례  

꽃 ▶    8~10월에 가지끝에서 분홍색 꽃이 둥글게 모여핀다. 

꽃받침은 통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10맥과 

굽은털이 있으며, 꽃잎은 5장이고 길이 10mm, 너비 

2mm로 끝이 2개로 갈라진다. 암술대는 2~4개이고 

수술 10개는 화관 밖으로 길게 나온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꽃받침 안에 들어있고, 씨앗은 신장형 

으로 검고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넓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고, 길이 1~4cm, 

너비 4~16mm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위로 올라 

갈수록 작아져 포와 연결되고 짧은 잎자루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많다.

줄기 ▶   높이 30cm에 달하고 모여 나며 비스듬히 눕고, 아래서 

부터 가지를 많이 치고 마디가 굵으며, 굽은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뿌리는 길고 굵어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가의 양지바른 바위틈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35 석죽과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Kom.  
구슬꽃대나물, 애기대나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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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 가지와 줄기끝에서 나오는 취산꽃차례에 자잘한 

흰꽃이 모여 피며, 간혹 분홍빛이 도는 경우도 있다. 

꽃받침은 짧은 종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은 

5장이고 암술은 1개이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잎 ▶    마주나는 긴타원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이 

좁아져 잎자루처럼 되며, 3개의 맥이 뚜렷하고 가장 

자리가 밋밋하다. 길이 5~6cm, 너비 5~10mm이고, 

꽃이 필 무렵이면 줄기 아래쪽의 잎은 시든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모여나며 곧게 서고, 윗부분에서 

가지를 치고 마디가 발달하며 털이 없다.

뿌리 ▶    굵어지고 목질화되며, 길게 자라고 갈래가 지기도  

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각지의 양지바른 산과 해안가 / 중국.

036 대나물 석죽과Gypsophila oldhamiana Miq.
은시호, 마디나물

1. 꽃   2. 꽃차례   3. 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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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 모습

꽃 ▶    7~9월 가지와 줄기끝에서 달리는 취산꽃차례에 자잘한 

분홍빛이 도는 흰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은 짧은 종모양 

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은 5장이고 씨방은 

난형이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대는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10개이다. 꽃자루는 5~10mm이고, 포는 난상 

피침형으로 막질이다.

열매 ▶   둥근 난형의 삭과는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잎 ▶    마주나며,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좁아져 합생하며 줄기를 완전히 감싼다. 육질이고 

길이 4~7cm, 너비 1.5~2cm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줄기 ▶   높이 50~80cm로 모여나고 윗부분에서 가지치며, 

마디가 발달하고 털이 없다. 

뿌리 ▶   굵어지고 목질화되며, 길게 자라고 갈래가 지기도 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과 들, 석회암지대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037 석죽과가는대나물 Gypsophila pacifica Kom. 
가는잎대나물, 두메마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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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차례   4.전체모습

꽃 ▶    3~6월에 원줄기와 가지끝의 취산꽃차례에 흰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5개이고 길이 4mm의 난상 긴타원형 

으로 샘털이 있다. 꽃잎은 5장이고 2개로 깊게 갈라 

지며 꽃받침잎보다 약간 짧다. 씨방은 난형이고, 암술대는 

3개이며, 수술은 1~7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5~40mm로 

1줄의 털이 있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꽃받침보다 길고 끝이 6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겉에 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다. 

길이 1~2cm, 너비 8~15mm로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 

자리가 밋밋하며, 아래의 잎은 잎자루가 있으나 윗부분의 

잎은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10~20cm로 밑부분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 모여난 

것처럼 보이고 세로로 한 줄의 털이 있다.

뿌리 ▶   원뿌리는 옆으로 뻗으며 잔뿌리가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밭이나 길가 / 전세계에 널리 분포.

038 석죽과별꽃 Stellaria media (L.) V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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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6월에 가지끝의 잎이 있는 취산꽃차례에 흰꽃이 

피며, 잎겨드랑이에는 1송이씩 핀다. 꽃받침잎은 5개 

이고 좁은 난형으로 끝이 둔하다. 꽃잎은 5장이고 

2개로 깊게 갈라져 10장인 것처럼 보이고 꽃받침잎과 

길이가 비슷하다. 씨방은 둥근 난형이고 암술대는 

5개이며 수술은 10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5~15mm로 

꽃받침과 더불어 샘털이 있고 꽃이 지면서 밑으로 

처진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꽃받침보다 길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편평한 타원형으로 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며,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모양 

이며, 털이 없고 표면의 잎맥이 쑥 들어간다. 길이 

1~6cm, 너비 8~30mm로 아래쪽에는 잎자루가 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진다.

줄기 ▶    높이 20~50cm로 밑부분이 옆으로 자라고 많은 가지를 

치며, 윗부분에 샘털이 약간 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두해~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북반구의 온대와 아열대지방.

039 쇠별꽃 석죽과Stellaria aquatica (L.) Scop.  
콩버무리

1. 꽃   2. 꽃받침   3. 잎(줄기 밑부분)   4.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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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과 줄기   4.전체모습

꽃 ▶    7~8월에 흰꽃이 잎겨드랑이에서 나는 꽃대 끝에서 

1송이씩 옆을 향하여 핀다. 꽃받침은 통모양으로 길이 

10mm정도이며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은 5장이고 길이 

15mm정도로 2개로 깊게 갈라진다. 씨방은 녹색으로 

둥글고 암술대는 3개,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검고 광택이 나며, 길이 2.5~3cm의 자루가 

있으며, 씨앗은 지름 1~1.5mm로 작고 둥글며 검은색이다.

잎 ▶    마주나는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갑자기 좁아져 짧은 잎자루가 된다. 길이 

2~5cm, 너비 7~20mm로 표면에 털이 없고 맥위와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줄기 ▶   길이 1.7m 정도로 가늘고 덩굴지며, 가지를 많이 치고 

굽은털이 많으며 마디에서 뿌리를 내린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밭이나 들녁 / 일본.

040 석죽과덩굴별꽃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동굴별꽃, 남방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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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줄기 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지름 

4cm정도의 주황색 꽃이 1송이씩 옆을 향해 핀다. 

꽃받침은 긴 통같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5장으로 도심장형이고, 암술대는 5개, 수술은 10개 

이며, 꽃받침과 꽃자루에 잔털이 난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로 향하고 끝이 5갈래로 벌어 

지며, 씨앗은 길이 2mm의 신장형으로 암갈색이고 

전체에 잔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는 긴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가 없다. 길이 5~8cm, 

너비 2.5~4.5cm로 양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40~100cm로 곧게 서고 마디가 뚜렷하며 잔털이 

난다.

뿌리 ▶    육질의 긴 원뿌리가 많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041 동자꽃 석죽과Lychnis cognata Maxim.
참동자꽃

1. 꽃   2. 꽃봉오리   3.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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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차례   4. 전체 모습

꽃 ▶    원줄기 끝에 달린 2개로 갈라진 취산꽃차례에 짙은 

홍색의 꽃이 7~8월에 핀다. 포는 옆으로 퍼지고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꽃자루에는 황갈색 털이 달린다. 

꽃받침은 원통형으로 털이 없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삼각상 침형이다. 꽃잎은 5개로 수평으로 퍼지고 

퍼진 부분은 길이 2cm로서 밑에 조부(爪部)가 있고 

끝이 깊게 갈라지며 후부(喉部)에 각각 2개의 비늘 

조각이 있다. 화관통 안쪽에 10개의 비늘조각이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5개이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꽃받침이 

붙어 있으며, 씨앗에는 돌기가 있다.

잎 ▶    마주나며, 잎자루가 없고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다소 둥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나 잔털이 

있고, 밑부분은 줄기를 감싼다.

줄기 ▶   곧게 서며 길이 50~80cm정도로서 털이 없거나 적다.

뿌리 ▶   육질의 긴 원뿌리가 많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42 석죽과제비동자꽃 Lychnis wilfordii (Regel) Maxim.  
북동자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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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흰꽃이 줄기끝과 잎겨드랑이에서 취산꽃 

차례로 핀다. 꽃받침잎은 5개이고 길이 3mm의 피침형 

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막질이다. 꽃잎은 

5장이고 도란형으로 2개로 깊게 갈라지며, 꽃받침잎과 

길이가 같다. 씨방은 난형이고 암술대는 2~3개이며 

수술은 6개 정도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3mm정도이고 끝이 6개로 갈라 

지며, 씨앗은 신장형으로 짙은 갈색이며 길이 0.5mm 

정도로 겉에 돌기가 약간 있다.

잎 ▶    마주나는 긴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회록색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양면에 털이 없다. 길이 8~13mm, 

너비 2.5~4mm로 잎맥이 1개이고 측맥은 뚜렷하지 

않으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15~25cm로 가늘며 털이 없고, 아래에서 많은 

가지가 나온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경작지와 들판 / 북반구에 널리 분포.

043 벼룩나물 석죽과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들별꽃, 보리뱅이, 벼룩별꽃

1. 꽃   2~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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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8월 윗부분에서 약간의 가지가 갈라져 홍자색 꽃이 

가지끝마다 1~3송이가 핀다. 꽃받침은 원통모양이고 

길이 2cm로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그 밑에 보통 꽃받침통 

보다 짧은 4개의 포가 있다. 꽃잎은 5장이고 가장자리가 

안쪽에 짙은 무늬와 긴털이 약간 있으며,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 ▶    원통형의 삭과는 꽃받침안에 들어있고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잎 ▶    마주나는 선형 또는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5~6cm, 너비 3~5mm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줄기 ▶    높이 30cm에 달하고 모여나며, 분백색이 돌고 곧게 

서며, 털이 없고 마디는 부풀어 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양지바른 산과 들 / 중국.

044 패랭이꽃 석죽과Dianthus chinensis L. 
석죽, 꽃패랭이꽃, 패랭이

1. 꽃   2. 꽃받침과 포(포엽)   3. 잎차례   4.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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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차례   4.전체모습

꽃 ▶    꽃은 7~8월에 피며 연한 홍색이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포는 3~4쌍이며 밑부분의 

것일수록 보다 길고 뾰족하며 꽃받침통은 길이 2.5~ 

4cm로 포보다 3~4배 길다. 꽃잎은 5개로 밑부분이 

가늘고 길며 끝이 깊이 잘게 갈라지고 그 밑에 털이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2개이다.

열매 ▶   삭과는 원주형으로 끝이 4개로 갈라지고 꽃받침통 

안에 들어 있다.

잎 ▶    잎은 마주나기하며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고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녹색이거나 흰색을 띠며 

길이 4~10cm, 너비 2~10mm로서 밑부분이 서로 

합쳐져서 마디를 둘러싼다.

줄기 ▶   밑부분이 비스듬히 자라면서 가지를 치며 윗부분은 

곧게 자라고 여러 대가 한 그루에서 나오며 높이 30~ 

100cm이고 전체에 분백색이 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고산 / 중국, 대만, 일본.

045 석죽과술패랭이꽃 Dianthus longicalyx Miq.  
수패랭이꽃

구름패랭이꽃

포엽은 2쌍이고 끝은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며, 꽃받침통의 길이는 포엽보다 

2배정도 길다.

술패랭이꽃

포엽은 3~4쌍이고 끝은 짧게 

뾰족하고꽃받침통의 길이는 포엽 보다 

3~4배 길다. 

구름패랭이꽃 술패랭이꽃

포엽1

포엽2

포엽3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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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씨앗   4. 잎   5. 전체모습

꽃 ▶    4~5월에 줄기 위쪽에서 갈라진 가지 끝에서 나온  

꽃자루에 지름 5mm 가량의 미색의 꽃이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좁고 긴 타원형인 꽃받침잎 5개, 

꽃잎은 황록색으로 매우 작으며 꽃받침잎과 꽃술 

사이에 수직으로 서서 둥글게 겹친다. 암술 3~5개, 

수술 9~14개이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 ▶   넓은 피침형의 골돌로 길이 5~6mm로 털이 없다. 

씨앗은 검고 둥글며 겉에 주름이 진다.

잎 ▶    뿌리잎은 3출엽이고 잎자루가 길며, 표면은 흔히 

흰무늬가 있고 뒷면은 자줏빛이 돈다. 작은잎은 길이 

1~2.5cm로서 2~3개로 깊게 갈라지고 끝에 둔한 

결각이 진다. 표면에 털이 없으나 뒷면은 꽃자루와 

더불어 잔털이 약간 있다. 

줄기 ▶   높이 15~30cm정도로 곧게 서며 털이 있다.

뿌리 ▶   방추형의 비대한 덩이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046 미나리아재비과개구리발톱 Semiaquilegia adoxoides  (DC.) Makino
개구리망, 섬개구리망, 섬향수풀, 섬향수꽃

꽃받침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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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줄기 위쪽에서 나오는 큰 산방꽃차례에 

붉은빛이 도는 흰꽃이 모여 핀다. 꽃은 1.5cm 정도로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5개로 타원형이며 길이 

3~4mm이고 5~7맥이 있으며 일찍 떨어진다.   

열매 ▶   도란형 또는 타원형의 수과는 5~10개씩으로, 길이 

6~8mm이고 3~4개의 능선이 있으며, 4~5mm의 긴 

자루가 있어 아래로 늘어지며 9~10월에 성숙한다.

잎 ▶    어긋나며 전체가 삼각형으로 2~3회 깃꼴로 갈라진다. 

작은잎은 도란형으로 길이 1.5~3.5cm, 너비 1~3cm로 

3개로 갈라지며 끝이 둥글다. 가지와 잎자루가 갈라 

지는 곳에 막질의 턱잎이 현저히 발달한다. 

줄기 ▶   곧게 서며 능선이 있고 매끄러우며, 녹색 또는 자주색 

바탕에 분백색을 띤다.

뿌리 ▶    많은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높이 ▶   50~1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047 미나리아재비과꿩의다리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아시아꿩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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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차례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의 원추꽃차례에 보라색 

꽃이 풍성하게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로 길이 12~15mm, 너비 4.5mm의 타원형으로 맥이 

뚜렷하다. 수술은 길이 8mm, 꽃밥은 노란색으로 1.2mm 

정도이다.   

열매 ▶     긴타원형의 수과는 8~20개로 능선이 있으며, 길이 

4~5mm, 열매자루는 6mm 정도이다.  

잎 ▶    어긋나며, 3~4회 3출엽 또는 2회 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난형으로 길이 2~3cm, 너비 1.5~2.5cm로 

끝부분이 2~3개로 얕게 갈라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얕은 심장모양이다. 털은 없고 뒷면은 분백색이 돈다. 

줄기 ▶    줄기는 보라색을 띄며 곧게 서며 능선이 있고, 윗부분 

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굵고 긴 뿌리줄기와 가는 뿌리가 있다.

높이 ▶   1~2.5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북의 습기많은 산과 들.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48 금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H.Lév.) Nakai 
금가락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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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의 원추꽃차례에 홍자색 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길이 3~4mm의 

타원형이며, 암술은 3~5개이고, 수술은 많으며 자루는 

자색이고 선형으로 둥글게 배열된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수과는 3.5mm이며 능선이 있고, 안으로 

말린 짧은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며 2~3회 3출겹잎이다. 작은잎은 넓은 난형 

또는 난상 원형으로 길이 1~4cm, 너비 1~3cm로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얕은 심장모양이며, 가장 

자리에 몇 개의 큰 톱니가 있다. 털은 없고 뒷면은 

분백색이 돈다. 

줄기 ▶   원줄기는 곧게 서며, 털이 없고 가지를 친다.

뿌리 ▶    황갈색의 가는 뿌리가 밀생하며, 사방으로 뻗는다.

높이 ▶   30~6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산지의 숲속 / 일본.

049 미나리아재비과은꿩의다리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은가락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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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자주꿩의다리 T. uchiyamae    6. 은꿩의다리

꽃 ▶    6~7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의 엉성한 원추꽃차례에 

연한 자주색 또는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길이 3mm의 타원형이며 일찍 떨어진다. 

암술은 3~5개로 암술대가 없고, 수술은 많으며 연한 

자주색으로 위쪽이 곤봉처럼 굵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수과는 6개의 맥이 있으며 짧은 열매 

자루가 있고, 끝이 부리 모양으로 굽은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며, 2~3회 3출겹잎이다. 작은잎은 심장상 난형 

또는 심장상 원형으로 끝부분이 3개로 얕게 갈라지며   

몇 개의 큰 톱니가 있다. 털은 없고 뒷면은 약간 

회청색이 돈다.  

줄기 ▶    원줄기는 곧게 서며, 윗부분에서 가지를 친다.

뿌리 ▶    연한 갈색의 굵고 긴 덩이뿌리가 있으며, 뿌리에서 

1~여러 개의 줄기가 나온다.

높이 ▶   20~9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바위지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50 자주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Thalictrum uchiyamae  Nakai
자주가락풀

유사종 특징비교
자주꿩의다리

 : 수술대의 아래쪽 1/2정도는 가늘고 위쪽 1/2은 곤봉 모양이다.

   열매에 붙은 암술대는 새의 부리모양이다.

은꿩의다리

 : 수술대는 선형의 막대 모양이다.

   열매에 붙은 암술대는 안으로 완전히 말린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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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의 끝에서 발달하는 작은 원추꽃차례에 

자주빛이 도는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 

잎은 4~5개로 일찍 떨어지고, 꽃자루는 5~20mm로 

가늘다.     

열매 ▶     편평한 방추형의 수과는 능선이 있고 맥이 뚜렷하며, 

작은 열매자루는 0.5mm 정도로 거의 없다.

잎 ▶    어긋나며, 1~2회 3출엽으로 작은 잎은 둥근 방패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cm에 달한다. 작은 

잎자루가 밑에서 1/4쯤 올라가 달리므로 연잎과 비슷 

하고 털이 없으며, 뒷면이 분백색이고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4~8.5cm로 길다. 환경과 개체의 

나이에 따라 잎크기의 변화가 심하다. 

줄기 ▶    원줄기는 곧게 서며 능선이 없다.

뿌리 ▶    길고 굵은 방추형 뿌리줄기가 있다.

높이 ▶   20~8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 이북의 산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 꼭지연잎꿩의다리 T. ichangense는 크기가 작고, 수염뿌리가 있는    

    것이 연잎꿩의다리와 다른 점이다. 

051 연잎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Thalictrum coreanum  H.Lév.
돈잎꿩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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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의 끝에서 발달하는 작은  원추꽃차례에 

자주빛이 도는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 

잎은 4~5개의 타원형으로 일찍 진다. 암술은 피침형 

이며 암술자루는 비교적 길다.    

열매 ▶     편평한 방추형의 수과는 능선이 있고 맥이 뚜렷하며, 

작은 열매자루는 13~15mm 정도로 비교적 길다.

잎 ▶    어긋나며, 1~2회 3출엽으로 작은잎은 둥근 방패 모양 

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3cm에 달한다. 잎자루는 

연잎처럼 잎 뒷면 아래쪽에 붙으며, 털이 없고 뒷면이 

분백색이며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다. 털이 없고 

잎자루는 3~6cm이며, 대부분 개체의 전초와 잎크기는 

거의 같다. 

줄기 ▶    원줄기는 곧게 서며 능선이 없고 매끈하다.

뿌리 ▶    많은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발생하고, 일부 뿌리의 

끝부분에 작은 타원형의 덩이줄기가 생긴다.

높이 ▶   15~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 이북의 산지.

052 꼭지연잎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Thalictrum ichangense  Lecoy. ex Oliv.
물꿩의다리

잎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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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 윗부분에서 지름 5~7mm의 황백색 

꽃이 큰 원추꽃차례에 모여 핀다. 꽃잎이 없고 꽃받침 

잎은 3~4개이며, 긴타원형으로 3맥이 있으며 일찍 

떨어진다. 암술은 2~6개, 수술은 10~17개이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수과는 3mm이며 8개의 능선이 있고, 

열매자루의 길이는 3~6(8)mm이다.

잎 ▶    어긋나며 3회 3출엽 또는 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긴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1~3cm, 너비 0.8~ 

2cm로 끝이 2~3개로 갈라지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모양이다. 털은 없고 뒷면은 분백색이 돌며, 잎자루 

밑부분은 줄기를 감싼다.  

줄기 ▶   원줄기는 곧게 서며, 능선이 있고 털이 없으며 윗부분 

에서 가지를 친다.

뿌리 ▶    굵고 흑갈색이며 잔뿌리가 있다.

높이 ▶   50~15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기본종인 큰꿩의다리 T. kemense  는 

꽃자루(열매자루)의 길이가  (10)15~35(40)mm로 

좀꿩의다리 보다 훨씬 길다. 국내 자생여부가 분명 

하지 않다.

053 미나리아재비과좀꿩의다리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큰꿩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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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5. 줄기의 능선   6. 줄기와 잎차례(줄기는 가지를 치지 않는다.)

꽃 ▶    7~8월에 연노랑색의 꽃이 원줄기의 끝에서 원추 

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 

5개로 3mm쯤의 넓은 난형으로 3맥이 있다. 암술은 

2~6개, 수술은 많으며 둥글게 배열한다.    

열매 ▶   타원형의 수과는 길이 3mm이며, 8~10줄의 능선이 있다.

잎 ▶    어긋나며, 3출엽으로 2~3회 깃꼴로 갈라진다. 

작은잎은 쐐기형, 도란형 또는 피침형으로 좁고 긴 

모습이다. 길이 2~4cm, 너비 0.4~1.5cm로, 끝이 

뾰족하고 2~3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며, 밑부분은 

둥글거나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뒤로 약간 말린다. 

줄기 ▶   곧게 서며 가지를 치지 않고 뚜렷한 능선이 있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에서 황갈색의 수염뿌리가 뭉쳐난다. 

옆으로 길게 뻗는 땅속줄기가 있다.

높이 ▶   60~10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야에 드물게 자란다.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54 미나리아재비과긴잎꿩의다리 Thalictrum simlex var. brevipes Hara
긴잎가락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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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이른 봄의 수분매개체   3. 잎   4. 전체모습

꽃 ▶    3~4월 잎이 나오기 전에 흰색, 분홍색, 보라색의 꽃이 

하늘로 향해 피며, 지름은 1.5cm 정도이다. 꽃자루는 

길이 6~12cm로 퍼진 털이 있으며, 꽃받침잎은 6~ 

8개의 긴 타원형으로 꽃잎처럼 보이고, 암술과 수술은 

많으며 흰색이다. 총포는 3개이고 난형으로 길이 8mm, 

너비 4mm로 녹색이고 흰털이 밀생한다. 

열매 ▶   수과는 많으며 퍼진털이 있다.

잎 ▶    길이 5cm 정도의 심장형으로 뿌리에서 돋고 가장 

자리가 3개로 갈라진다. 긴 잎자루가 있으며, 갈래 

조각은 삼각상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잎의 뒷면과 

잎자루에 긴털이 밀생하며 앞면에는 잔털이 있다. 

줄기 ▶   10~15cm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가 비스듬히 자라고 많은 마디에서 잔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055 미나리아재비과노루귀 Hepatica asiatica  Nakai 
뾰족노루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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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원줄기의 끝에서 나온 3~5cm의 총상꽃 

차례에서 흰색의 꽃이 빽빽하게 핀다. 꽃잎은 6장으로 

길이 2~2.5mm의 넓은 난형이고, 암술은 1개, 수술은 

많고 길이 4mm의 실모양이다. 꽃받침잎은 4개로 길이 

3mm의 도란형으로 꽃이 피면 곧 떨어지며, 꽃차례에 

잔털이 있으며, 꽃자루는 길이 1~1.5cm이다.     

열매 ▶     장과는 지름 6mm로 둥글고 검게 익는다. 씨앗은 4.5mm 

정도의 반원형으로 적갈색이다.

잎 ▶    줄기잎은 2~3개로 잎자루가 긴 2~4회 3출겹잎이며, 

작은잎은 길이 4~10cm, 너비 2~6cm인 난형 또는 

좁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결각과 

톱니가 있으며 맥 위에 잔털이 있다.

줄기 ▶    높이 40~70cm로 밑부분에 몇 개의 갈색 비늘조각이 

있고 곧게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적갈색, 수염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그늘진 숲속 / 중국, 일본.

056 노루삼 미나리아재비과Actaea asiatica  H. 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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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서 지름 2~3cm인 노란색 꽃 

2~4송이가 하늘을 향하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길이 11~18mm인 타원형의 꽃받침잎이 5~ 

6개가 있으며, 수술은 노란색으로 매우 많고 수술대는 

길이 6~7mm, 꽃밥은 길이 1.5~2mm이다. 꽃자루는 

길이 5~11cm로 털이 없다. 

열매 ▶   골돌은 4~16개이고 길이 1cm 정도로 끝에 길이 1~ 

2mm의 암술대가 있고 씨앗은 적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여러 장이 모여 나고 잎자루가 긴 둥근 심장형 

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 5~10cm이며, 가장자리에 

균일한 톱니가 있고 전체에 털이 없다. 줄기잎은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60cm정도로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다가 위로 

곧추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은 뿌리 여러 개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기 많은 곳 / 중국, 일본, 러시아.

057 미나리아재비과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L. var. palustris 
참동의나물, 눈동의나물, 산동의나물, 누운동의나물, 좀동의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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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6~7월에 가지 끝에 지름 3cm의 적갈색 꽃이 1송이씩 

아래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길이 12~15mm로 노란빛이 

돌고, 꿀주머니는 꽃잎과 비슷하며 끝이 안쪽으로 

말린다. 꽃받침잎은 5개로 길이 2mm 정도이다.     

열매 ▶     골돌은 5개이고 길이 1.5~2cm로 위를 향하며 부드 

러운 털이 있으며, 씨앗은 검고 광택이 난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긴 2회 3출엽이고, 작은 잎은 넓은 

쐐기형으로 2~3개로 얕게 갈라진 후, 다시 2~3개로 

갈라지며, 갈래잎의 끝은 둥글고 털이 없으며 뒷면이 

분백색이다. 줄기잎은 3개로 잎자루 밑부분이 넓고 

막질이다. 

줄기 ▶    높이 50~100cm정도로 곧게 서며 줄기는 가늘며 윗부분 

에서 약간 가지를 친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 계곡주변이나 풀밭 / 중국, 일본 등지.

058 매발톱 미나리아재비과Aquilegia buergeriana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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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4. 잎   5. 잎(뒷면)   6. 잎자루

꽃 ▶   5~6월에 줄기 끝의 취산꽃차례에 지름 1.2~2cm의 

노란색 꽃이 핀다. 꽃잎은 둥근 도란형으로 5개이며, 

꽃받침보다 2~2.5배 길고 광택이 있으며, 꽃받침잎은 

타원형으로 겉에 털이 있고 수평으로 퍼진다.     

열매 ▶     둥근 도란형의 수과는 길이 2~2.5mm로 끝에 짧은 

돌기가 있고 털이 없으며, 모여서 둥근 취과가 된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긴 오각상 둥근 심장형이고, 길이 

2.5~7cm, 너비 3~10cm로 3개로 깊게 갈라진 후, 다시 

2~3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잎자루가 없고 3개로 갈라지고, 갈래잎은 선형으로서 

톱니가 없다. 

줄기 ▶    높이 50cm정도로 곧게 서며, 흰털이 밀생하고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와 가늘고 긴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 / 중국, 대만, 일본.

059 미나리아재비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us japonicus  Thunb. 
놋동이, 자래초, 바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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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망울   3. 잎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줄기 끝에 지름 1.5~2cm의 노란색꽃 1~ 

3송이씩 핀다. 꽃잎은 5개이며 도란형으로 길이 10~ 

12mm이며, 꽃받침잎은 길이 6~7mm의 도란형으로 

꽃자루와 더불어 잔털이 있다.     

열매 ▶     통통한 난형의 수과는 길이 2mm 정도로 잔털이 밀생 

하고, 암술대는 짧으며 밖으로 굽는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긴 둥근 심장형이고 길이 2~2.5cm, 

너비 2.5cm로 3개로 깊게 갈라진 후에 다시 2~3개로 

갈라지며, 끝부분에 결각상의 큰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잎자루가 짧거나 없으며, 윗부분의 줄기잎은 3개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잎은 선형으로서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2~3갈래로 갈라진다.

줄기 ▶   높이 15~20cm정도로 털이 약간 있다.

뿌리 ▶   방추형의 덩이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 습기있는 곳 / 중국, 일본, 러시아.

060 왜미나리아재비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us franchetii  H.Boissieu 
실젓가락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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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   4. 잎뒷면   5. 전체모습

6. 겹꽃

꽃 ▶    5~7월에 피며, 꽃받침은 5장으로 난형이고, 꽃잎은 

황색이며 5장이고 넓은 난형이다. 수술과 암술은 

다수이다.

열매 ▶   수과로, 모여서 별사탕 모양의 열매덩이를 만든다.

잎 ▶    뿌리잎은 긴 잎자루가 있고 3개로 갈라지며 열편의 

가장자리에 결각상 또는 거친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선형이며 3개로 갈라진다.

줄기 ▶   높이 10cm이고 전체에 갈색의 융털이 퍼져 난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비대하며 수염뿌리가 많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한라산 높은 산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61 미나리아재비과바위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crucilobus. H.Lév. 
구름미나리아재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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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6~7월에 피며 꽃자루에 1개씩의 노란색 꽃이 달려 

전체가 취산상으로 되며, 지름 1~1.5cm 내외, 꽃받침 

조각은 5개로 연녹색이며 겉에 털이 약간 있고 난형 

이며 뒤로 젖혀지고, 꽃잎도 5개로 꽃받침보다 약간 

길며 밑부분에 인편 같은 작은 꿀샘이 있다.     

열매 ▶     수과는 길이 3mm정도, 여러 개가 모여서 지름 1cm 

정도의 둥근 취과로 되며 둥글다.

잎 ▶    뿌리잎과 밑부분의 줄기잎은 잎자루가 길지만 위로 

갈수록 짧아지고 없어지며 잎은 2회 3출겹잎이고 길이 

3~6cm, 너비 7~12mm이다. 첫째 작은잎은 잎자루가 

있으나 둘째 작은잎은 잎자루가 없으며 2~3개씩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털개구리미나리에 비해 열편의 너비가 좁다. 

줄기 ▶    높이 50~100cm이고 밑부분에 퍼진 털이 있으며 

윗부분에 가지가 갈라지고 털이 적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와 가늘고 긴 뿌리가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습한 곳  / 대만, 몽고.

062 개구리미나리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us tachiroei  Franch. & Sav.  
개구리자리, 미나리바구지

유사종 열매 특징비교

개구리미나리 털개구리미나리 젓가락나물 개구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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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잎뒷면   5. 전체모습

6. 줄기
유사종 잎모양 특징비교

개구리미나리 털개구리미나리 젓가락나물

2

5

1

3

4

꽃 ▶   꽃은 취산화서로 황색이다. 꽃받침은 5개이고 뒤로 

젖혀지며 넓은 난형이고 길이 3.5mm정도, 뒷면 윗부분에 

털이 있으며, 꽃잎은 타원형, 긴 타원형이고 길이 4~ 

5mm이다.      

열매 ▶     취과로 둥글며 꽃턱은 타원형이고 흰털이 있으며 수과는 

도란형이고 길이 3.5mm정도로서 가장자리가 편평하며 

암술대가 거의 젖혀지지 않는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밑부분이 잎집으로 되며 3개로 

갈라지고 작은잎은 2~3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뾰족한 톱니가 있고 양면에 누운털이 있다. 

줄기잎은 어긋나며 잎자루가 짧고 1~2회 3출엽이며 

윗부분의 것은 1회3출엽이거나 단순히 3개로 갈라진다. 

줄기 ▶    밑부분에 퍼진 털이 있고 윗부분에 누운털이 있으며, 

높이 30~80cm, 가지가 차상(叉狀)으로 갈라지며 속이 

비어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과 들의 습지. 

063 털개구리미나리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us cantoniensis  DC. 
털젓가락나물, 왜젓가락나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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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잎뒷면   5. 전체모습   6. 줄기

꽃 ▶    6월에 피며 지름 6~8mm의 황색꽃이 줄기나 가지끝 

에서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자루에 누운털이 있으며, 

꽃받침조각은 5개로 좁은 난형이며 아래로 젖혀지고, 

뒷면에 억센털이 있다. 꽃잎도 이와 같고 수평으로 

퍼지며 밑부분에 작은 인편이 있다. 수술과 암술은 

여러 개이고 암술대는 짧고 곧다.

열매 ▶   수과는 길이 3~3.5mm로서 타원형이며 양쪽 가장자리 

근처에 희미한 능선이 있고 여러 개가 꽃턱에 달려 

길이 10~15mm, 너비 7~8mm의 긴 타원형의 취과 

(聚果)를 이루며, 6~7월에 익는다. 꽃턱은 길이 6~9mm 

이고 백색털이 있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며 3출겹잎으로 위로 갈수록 

잎자루가 짧아지고 잎도 작아지며 3개로 완전히 갈라 

진다. 작은잎은 3개로 깊게 갈라지고 다시 2~3개로 

갈라지며 최종열편은 거꿀피침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톱니가 있고 양면에 누운털이 있다.

줄기 ▶   전체에 퍼진털이 있으며 곧게 서고 높이 40~60cm로 

가지가 갈라지며 속은 비어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064 미나리아재비과젓가락나물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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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줄기잎   4. 뿌리잎   5. 전체모습   6. 줄기

꽃 ▶    4~5월에 피고, 줄기나 가지끝에 지름 6~8mm의 

황색꽃이 1송이씩 달려 취산꽃차례를 이룬다. 꽃자루는 

길이 1~2.5cm이고, 꽃받침조각은 5개, 타원형, 길이 

3.5~4cm로 뒷면에 털이 있으며 젖혀진다. 꽃잎도 

꽃받침과 형태 및 크기가 같고 밑에 꿀샘이 있으며 

수술은 10개 정도, 암술은 여러 개다.

열매 ▶   길이 1mm가량의 수과는 매우 많고, 취과를 이루며 

털이 없다. 7~8월에 익는다. 

잎 ▶    뿌리잎은 모여나고, 잎자루는 길며, 잎몸은 길이 1~4cm, 

너비 1~5cm로 신원형이며 3개로 깊게 갈라지고 

밑부분은 심장모양이거나 쐐기모양이다. 측열편은 

2개로 갈라지며 중앙열편은 쐐기모양으로 끝이 둔하고 

다소 갈라지며, 둔한 톱니가 있고 줄기잎은 어긋나며 

밑부분이 막질로서 퍼지고 위로 갈수록 잎자루는 

짧아져 없어지고, 3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열편은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다.

줄기 ▶   높이 50cm 정도로 곧추 서고 비교적 털이 없어 매끈 

하고 광택이 나며 속이 비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등의 열대와 온대.

065 미나리아재비과개구리자리 Ranunculus sceleratus. L. 
놋동이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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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꽃 ▶   7~8월에 뿌리에서 나온 1~4개의 꽃줄기 끝에 지름 

2~3cm인 흰꽃 5~6송이가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없고, 흰꽃받침잎은 꽃잎처럼 보이며 길이 12~15mm의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4~7개가 둥글게 꽃술을 감싼다.        

열매 ▶     수과는 길이 6~7mm, 너비 5mm의 납작한 타원형으로 

편평하고 털이 있으며, 안쪽으로 굽은 짧은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둥근 심장형으로 3장으로 

완전히 갈라지며, 측열편이 다시 길이 2~5cm로 2개로 

갈라지고 다시 2~3개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선형으로 

가늘게 갈라진다. 꽃줄기 끝에 나는 총포엽은 2~4 cm로 

선형으로 갈라지며, 전체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는 20~40cm정도이며 뿌리잎과 꽃줄기가 모여 

나고 전체에 털이 있다.

뿌리 ▶   굵고 튼튼한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설악산 이북 고산 / 유럽, 러시아, 북미 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66 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Anemone narcissiflora  L. 
조선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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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총포엽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꽃줄기 끝에 지름 3~4cm인 흰꽃이 핀다.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길이 2cm인 좁고 긴 

타원형의 꽃받침잎 8~16개가 둥글게 꽃술을 감싼다. 

자방에 잔털이 밀생하며 암술과 수술은 많고, 꽃자루는 

2~3cm다.

열매 ▶   수과는 둥글게 5월에 익으며, 열매자루가 아래로 휘어 

잎의 밑에 감춰진다. 씨앗은 길이 3.5mm의 적갈색 

으로 암술머리가 남아 있고 흰털이 밀생한다. 

잎 ▶    뿌리잎은 길이 4~15cm의 잎자루가 있으며 2회 3출엽 

하며 털이 없거나 긴털이 성글게 있다. 작은잎은 긴 

타원형이며 길이 15~35mm, 너비 5~15mm로 끝이 

둔하고 윗부분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깊게 3갈래진다. 

총포엽은 꽃자루 밑에 3개로 돌려나며 3출엽이다.

줄기 ▶  높이는 10~15cm정도이며 곧게 선다. 

뿌리 ▶  육질로 굵고 황갈색 방추형,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기있는 숲속 / 한국, 일본, 중국 등.

067 미나리아재비과꿩의바람꽃 Anemone raddeana R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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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1개의 꽃줄기 끝에 지름 

2.5~3cm인 흰꽃 1송이가 핀다.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의 표면은 흰색, 뒷면은 분홍빛이 도는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6~8개가 둥글게 꽃술을 감싸고, 

암술과 수술은 많고, 암술에는 견모가 밀생하며, 꽃자루에 

털이 많다.       

열매 ▶     수과는 끝이 뾰족한 난형으로 털이 있다.

잎 ▶    뿌리잎은 1~2개로 2회 3출엽 깃꼴겹잎으로 작은잎은 

난형이고 3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갈라진 잎은 다시 

2~3개로 갈라지고 끝부분에 얕은 2~3개의 결각이 

생기며, 잎자루는 길고 전체에 털이 많다. 총포엽은 

3개의 3출엽으로 꽃줄기 끝에 돌려나고, 뿌리잎과 

비슷하며 자색을 띠는 잎자루는 날개가 있고, 전체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12~15cm, 붉은색을 띠며 털이 없다.

뿌리 ▶    굵고 옆으로 자라는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도, 강원도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068 들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Anemone amurensis  (Korsh.) 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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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뿌리잎(근생엽)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몇 개의   

긴 꽃자루에 지름 1.5cm 가량의 미색의 꽃이 1송이씩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잎은 5개로 길이 7mm의 

난형이며, 꽃잎은 매우 작고 꽃받침잎과 꽃술 사이에  

있다. 암술은 2개, 수술은 많고,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 ▶   일그러진 넓은 도란형의 골돌로 2개씩 달리고, 

열매자루는 길이 2mm쯤이며 털이 없다.

잎 ▶    뿌리잎은 2회 3출엽 깃꼴겹잎이고 잎자루가 길며, 

줄기잎은 2~3개가 짧은 잎자루에서 3개로 갈라지며, 

잎자루 밑에 2개의 둥근 포엽이 있다. 작은 잎은 1~2회 

3출엽이고 윗부분에서 결각상으로 갈라지며 끝이 

둔하고, 연한녹색 또는 자줏빛을 띠며 뒷면은 분백색이다.

줄기 ▶  높이 12~20cm정도로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에서 많은 가지뿌리가 나오며, 덩이뿌리가 달린 

땅속줄기가 옆으로 길게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 주변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69 미나리아재비과만주바람꽃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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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꽃자루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꽃줄기 끝에서 긴 꽃자루가 2~3개 나와 

1송이씩 순차적으로 흰꽃이 핀다. 꽃잎은 없고, 흰색의 

꽃받침잎은 꽃잎처럼 보이며 길이 7mm의 타원형으로 

5~8개가 있으며 겉에 털이 있다. 꽃자루는 2~9cm로 

털이 있다.

열매 ▶   넓은 난형의 수과, 길이 3mm, 잔털이 있다.

잎 ▶    뿌리잎은 여러 개로 잎자루가 길고 3출엽이며, 양옆의 

작은잎은 또다시 2개로 깊게 또는 완전히 갈라진다. 

작은잎은 사각상 난형으로 길이 1~2.5 cm, 너비 1~ 

2cm로 2~3회 깊게 갈라지고 결각상의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잔털이 있다. 총포엽은 3개로 잎자루가 짧고 

뿌리잎과 비슷하며, 잎자루 아래에 섬유조직이 남아 있다.

줄기 ▶  높이 10~20cm정도로 흰털이 있다.

뿌리 ▶   잔뿌리가 많으며 때로는 땅속줄기가 옆으로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한라산 산록 이상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070 미나리아재비과세바람꽃 Anemone stolonifera Maxim.
세송이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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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총포엽   3. 뿌리잎(근생엽)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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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 ▶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지름 1~2cm의 

흰꽃이 1송이 또는 드물게 2송이가 핀다. 꽃잎은 없고,   

긴 도란형의 꽃받침잎은 꽃잎처럼 보이며 5개로 

둥글게 꽃술을 감싼다. 꽃자루는 길며 긴털이 있다. 

암술과 수술이 많으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 ▶     수과는 긴타원형으로 털이 있다.

잎 ▶    뿌리잎은 1~2개가 꽃줄기와 함께 나오며 길이 2cm, 

너비 4cm로 손바닥처럼 5개로 갈라지고, 작은잎은 

다시 3~5갈래로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표면과 가장 

자리에 털이 있고 잎자루는 3~7cm로 털이 없다. 

총포엽은 3개로 3출엽이며 줄기 끝에 돌려나고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7~15cm정도로 털이 없다.

뿌리 ▶   굵고 옆으로 자라는 지름 2mm의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이북의 습기있는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071 홀아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애비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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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총포엽   3. 뿌리잎(근생엽)   4. 전체모습

5. 꽃받침   6. 잎뒷면  

꽃 ▶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1개의 꽃줄기 끝에 지름 1cm 

내외의 연한 연두색 꽃 1~4(5)송이가 핀다. 꽃잎은 

없고, 황록색 넓은 선형인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처럼 

보이며 길이 6mm, 너비 2mm로 점차 아래로 처지며, 

꽃자루와 자방에 털이 많다. 

열매 ▶   수과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적갈색이며 털이 있다.

잎 ▶    뿌리잎은 3개로 완전히 갈라지고 측소엽 2개가 다시 

2개로 완전히 갈라져 5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작은 잎은 마름모꼴이고 중간 이상의 가장자리에 몇 

개의 불규칙한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총포엽은 3출엽 

으로 3개이며 꽃줄기 끝에 돌려나고, 길이 3~7cm, 

너비 1~2.5cm로 뿌리잎보다 좁고 길며  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고 좁은 날개가 있다.

줄기 ▶  높이 15~20cm, 붉은색을 띠며 털이 없다.

뿌리 ▶   굵고 옆으로 자라는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이북 산지의 숲속 / 중국, 몽골, 러시아.

072 미나리아재비과회리바람꽃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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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봉오리   3. 총포엽과 줄기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뿌리에서 나온 원줄기 끝에 지름 1~1.5cm인 

흰꽃 4~7송이가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없고, 

타원형의 흰 꽃받침잎은 꽃잎처럼 보이며 길이 6mm 

정도로 5개가 둥글게 꽃술을 감싼다. 암술은 3~6개, 

수술은 많고, 꽃자루는 3cm로 털이 없다.      

열매 ▶     타원형의 골돌로 3~5개, 길이 3~4.5mm로 털이 없다.

잎 ▶    줄기의 윗부분에 1개의 잎이 나고, 3출엽이며 긴 

잎자루가 있다. 작은잎은 길이 2~3cm, 너비 1~3cm로 

3개로 깊게 갈라지고 잎자루가 있으며, 각 갈래조각은 

다시 결각상으로 갈라지고 톱니가 있으며 뒷면은 

분백색이다. 꽃자루 아래의 총포엽은 줄기잎의 

작은잎과 비슷하다. 뿌리잎은 1회 3출엽으로 꽃줄기 

밑부분에 붙지 않는다. 

줄기 ▶    높이 20~40cm정도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의 밑에 많은 잔뿌리가 달린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습기있는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073 나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Enemion raddeanum  Regel 
향수꽃

줄기잎

총포엽 뿌리잎



      199 

41

2

3

1. 꽃   2. 열매   3. 씨앗   4. 전체모습

꽃 ▶    3~4월에 줄기 끝에 지름 1cm정도의 1송이의 흰색 

꽃이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난형의 꽃받침잎은 5~6(8)개 

이고, 꽃잎은 9~15개 정도로 꽃받침잎과 꽃술 사이에 

있는 작은 깔때기 모양이며, 끝이 2개로 갈라져 노란 

꿀샘을 이룬다. 꽃자루는 길이 1cm 정도로 잔털이 많다.   

열매 ▶   길이 1cm쯤의 반월형의 골돌이며 10개 내외로 달리고, 

씨앗은 둥글고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5각형 모양으로 잎자루가 길며, 5개로 깊게 

갈라진 후 다시 끝부분이 결각상으로 갈라지고 끝이 

둔하며, 꽃이 진 후에 나온다. 총포엽은 잎자루가 없이 

꽃줄기 끝에 돌려나며, 불규칙한 선형으로 갈라진다.

줄기 ▶   높이 15cm정도로 털이 없다.

뿌리 ▶    둥근 덩이줄기에서 1~여러 개의 꽃줄기와 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 주변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식물 약관심종(NT). 

074 미나리아재비과너도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xim.
절분초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뿌리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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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총포엽   3. 뿌리잎(근생엽)   4. 전체모습

꽃 ▶   3~4월에 줄기 끝에 1송이씩 흰색 또는 연분홍색으로 

꽃이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난형의 꽃받침잎은 

(4)5~6개 이고 길이 1~1.5cm이며, 꽃잎은 4~14개로 

꽃받침잎과 꽃술 사이에 있는 작은 깔때기 모양이며, 

끝이 2개씩인 노란색~황록색 꿀샘이 있고 꽃자루는 

길이 1cm 정도로 잔털이 있다.      

열매 ▶     길이 1cm쯤의 타원형의 골돌로 1~5개이며, 씨앗은 

둥글고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둥근 5각형에 가깝고, 길이와 폭은 각각 

3~5cm이며 5개로 깊게 갈라진 후 다시 끝부분이 

깃꼴로 길게 갈라지고 끝이 둔하다. 총포엽은 2장으로 

잎자루가 없이 꽃줄기 끝에 돌려나며, 선형으로 깊게 

갈라진다.

줄기 ▶    높이 15cm정도로 털이 없다.

뿌리 ▶    둥근 덩이줄기에서 1~여러 개의 꽃줄기와 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일본.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식물 약관심종(NT).

075 변산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Eranthis byunsanensis  B.Y.Sun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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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4~5월 포엽 위에서 나온 짧은 꽃자루에 지름 2~3cm인 

흰꽃 1송이가 위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보통 8개, 

드물게 10~12개로 진한 노란색이며 헛수술처럼 

보이고, 암술은 10개 내외이고 수술은 많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잎은 5~6장으로 도란형이고, 꽃자루는 

5mm 정도이다.

열매 ▶   난형의 골돌로 길이 12mm 정도이며, 길이 3mm인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뿌리잎은 긴 잎자루 끝에서 3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갈래조각은 다시 2~3개로 깊게 갈라진 후, 결각상의 

톱니가 생기거나 다시 2~3개로 갈라진다. 꽃줄기 끝에 

달리는 포는 잎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며 잎자루가 없다.

높이 ▶   높이 10~20cm 정도로 전초에 털이 없다.

뿌리 ▶    많은 육질의 가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주변과 습기있는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076 미나리아재비과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금매화아재비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20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유사종 특징비교

애기복수초  A. amurensis subsp. nanus 

해발 1,000m이상에서 자라는

복수초의 고산형으로서 키가 아주 작다.

복수초에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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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꽃 ▶    잎이 펼쳐지기 전인 3~4월에 원줄기 끝에서 지름 

3~4cm인 노란색꽃이 1송이씩 하늘을 향해 핀다. 

꽃잎은 20~30개로 도피침형이며, 수평으로 퍼지고, 

낮이라도 햇볕이 들 때에만 꽃잎을 열며 암술과 수술이 

많다. 꽃받침잎은 8~9개로 자흑색이며 꽃잎보다 

길이가 길거나 거의 같다.

열매 ▶   꽃턱에 둥글게 모여 달리는 수과는 길이 3~4mm 이며 

겉에 잔털이 있다.

잎 ▶    어긋나는 삼각상 넓은 난형으로, 길이는 3~10cm 이며 

3~4회 깃꼴로 잘게 갈라지고 잎끝은 피침형이다. 긴 

잎자루 밑에 잘게 갈라진 턱잎이 있다. 잎은 주축이 2개로 

갈라진다.

줄기 ▶   높이 10~30cm로 대개는 털이 없으며, 밑부분이 얇은 

막질의 잎으로 둘러 싸이며, 꽃이 진 후에 크게 자란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흑갈색 잔뿌리가 많이 나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077 미나리아재비과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눈색이꽃, 얼음새꽃, 가지복수초

꽃받침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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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수초 A. pseudoamurensis복수초 A. amurensis 

1. 꽃   2. 꽃받침   3. 열매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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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꽃은 2월~4월에 걸쳐 피며, 꽃줄기는 2~6개로 분지   

한 줄기의 끝에 한 개씩 달린다. 꽃받침은 밝은 녹색 

또는 녹색, 뒷면은 연두색 또는 자색을 띠나 점차 

없어지고 4~9장이며 길이는 7~22mm로서 난형, 

도란형, 쐐기형, 도피침형으로 다양하며, 얕거나 깊은 

결각이 있다. 꽃잎은 황색으로 8~24장,  꽃잎의 길이는 

꽃받침의 길이보다 약 1.5배가 길다. 수술과 암술은 많다.      

열매 ▶     수과는 길이 3~4mm로 둥글고 잔털이 있다.

잎 ▶    잎은 꽃이 필때 싹이 같이 나고 줄기잎은 잎자루가 

없거나 미약하고 어긋나게 달리며 턱잎이 발달하고 

잎끝은 뾰족하다. 잎의 주축이 2개로 갈라지지 않는다.

줄기 ▶    높이 15~35cm로 2개 이상 갈라지며, 대개는 털이 없고 

밑부분에 2~7개의 톱니가 있는 얇은 막질의 비늘   

잎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가 많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078 개복수초 미나리아재비과Adonis pseudoamurensis W.T.Wang  

꽃받침

꽃받침

개복수초는 꽃잎이 꽃받침 보다 1.5배 정도로 길며, 잎의 주축은 2개로 

갈라지지 않고, 가지가 여러 개 로 갈라진다.

가지복수초 A. ramosa는 개복수초를 잘못 동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는 자생하지 않고, 일본의 고유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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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열매   4. 전체 모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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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 ▶     2~4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지름 4~5cm인 노란색 

꽃이 잎과 함께 나와서 하늘을 향해 핀다. 꽃잎은 

10~15장으로 긴타원형이고 꽃받침보다 2배정도 길며, 

암술과 수술이 많다. 꽃받침잎은 5~8개로 자흑색이다.     

열매 ▶     꽃턱에 둥글게 모여 달리는 수과는 녹색이며 겉에 

잔털이 있다.

잎 ▶    어긋나는 삼각상 넓은 난형으로, 길이는 10~20cm 

이며 3~4회 깃꼴로 매우 가늘게 갈라진다.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에는 약간의 털이 있으며, 밝은 녹색을 

띤다. 긴 잎자루 밑에 잘게 갈라진 턱잎이 있다.

줄기 ▶    높이 10~30cm로 가지를 치며, 밑부분이 얇은 막질의 

잎(인엽)으로 둘러 싸여 있고 줄기의 속은 비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가 많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의 숲속 / 일본.

079 세복수초 미나리아재비과Adonis multiflora Nishikawa & Koki Ito 
은빛복수초

꽃받침

유사종 특징비교
개복수초 A. pseudoamurensis 세복수초 A. multiflora 

세복수초는 꽃잎이 꽃받침 보다 1.5배 정도로 길고 잎의 주축은 2개로 

갈라지지 않는 것이 복수초와 다르고, 줄기 속이 차 있는 개복수초와 

달리 줄기 속이 비어 있는 것이 다르다. (드물게 개복수초의 줄기 속이 

비어 있는 식물체도 있다고 한다.)

(줄기의 단면)



      205 

유사종 특징비교

  C. heracleifolia  C. heracleifolia var. bifida    C. dahurica  

521

3

4

6 7 8

1. 암꽃   2. 수꽃   3. 잎   4. 잎뒷면   5. 전체모습

잎차례 비교(6. 승마   7. 세잎승마(3출엽)   8. 눈빛승마)

꽃 ▶    8~9월에 피며, 원줄기 윗부분에 큰 겹총상꽃차례가 

발달하며 많은 수의 꽃이 촘촘히 달리고 꽃자루가 

짧다. 꽃받침조각은 4~5개이고 꽃잎은 3~4개로서 

흰색이며 선단이 대개 2개로 갈라진다. 수술은 다수 

이고 씨방은 짧은 자루가 있다.

열매 ▶   골돌로서 길이 1cm정도이고 타원형이며 끝에 갈고리 

처럼 휘어진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3개씩 1~2회 갈라진다. 

작은잎은 넓고 크며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얕은 심장 모양이고 길이 3~8cm,  너비 2~5cm로서 

가장자리가 흔히 2~3개로 갈라지며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털이 없고, 작은 잎자루가 있다.

줄기 ▶   흑자색이고 높이가 1m 안팎으로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흑갈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덕유산, 황악산, 충북, 백석산, 삼악산, 오대산, 치악산, 

경기(광릉) / 중국, 러시아, 북한.

080 미나리아재비과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왜승마, 끼멸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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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잎  5. 전체모습

6. 어린잎   7. 잎뒷면

꽃 ▶   암수딴그루로서 8월에 원줄기 윗부분에서 나오는 큰 

원추꽃차례에 많은 흰꽃이 총상으로 피며, 꽃차례에는 

짧은털과 샘털이 밀생한다. 꽃잎은 3~4개로 깊게 

2개로 갈라지고, 암그루에는 양성화와 암꽃이 피고 

암술은 3~7개이며, 수그루에는 많은 수술을 가진 

수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4~5개로 타원형 또는 난형 

으로 꽃잎처럼 보인다.     

열매 ▶     타원형의 골돌로 길이 7~8mm, 표면에 털이 있으며, 

끝에 꼬부라진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뿌리잎은 길이 1m에 이르며, 줄기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 끝에서 2~3회 3출 또는 3출 깃꼴로 갈라진다. 

작은잎은 길이 6~12cm, 너비는 2~7cm로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2m에 달하고 곧게 서며 털이 없거나 조금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흑갈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몽골.

081 눈빛승마 미나리아재비과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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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잎뒷면   4. 전체 모습

꽃 ▶    8월에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 상꽃차례에 

미색의 작은 꽃들이 촘촘히 모여핀다. 꽃잎은 1~2개로 

끝이 2개로 갈라지며, 꽃잎모양의 꽃받침잎은 4~5개로 

일찍 떨어진다. 암술은 3~5개이며 수술은 많다. 작은 

꽃자루는 3~5mm, 꽃차례에 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골돌이며 표면에 털이 있고, 끝에 꼬부라진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대개 줄기 아래쪽에서 3출겹잎으로 이루어진 큰잎 

3장이 근접하여 돌려나듯이 난다. 작은 잎은 넓은 난형, 

길이 6~12cm, 너비 8~16cm, 밑부분은 둥근 심장형 

이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줄기 ▶   80~120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거칠며 검은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082 미나리아재비과세잎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var. bifida 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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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가장자리에서 띠를 이루며 난 털   

4. 수분 매개체

꽃 ▶    8~10월에 뿌리에서 올라온 꽃줄기 끝에 흰꽃이 총상 

꽃차례로 핀다. 꽃차례는 밑부분에서 가지를 치기도 

하며, 꽃잎과 꽃받침잎은 각각의 길이가 4~6mm인 

타원형이고, 꽃받침잎은 5개이며 배 모양으로 일찍 

떨어진다.     

열매 ▶     타원형의 골돌로 길이 6~7mm이고, 밖으로 굽은 1mm의 

짧은 암술대가 있으며 털이 없다. 종자는 타원형으로 

길이 1.2mm로 막질이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며 1회 3출엽이고, 작은잎은 

넓은 난형, 둥근 심장형으로 길이 6~10cm, 너비 

5~10cm로 손바닥처럼 얕게 갈라지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표면은 가장자리에 

띠를 이루며 난 털이 있고, 뒷면은 맥위에 잔털이 있다.

줄기 ▶    높이 30~80cm로 윗부분에 짧은 털이 밀생하고, 밑에는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자라며 흑갈색 잔뿌리가 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거제도의 숲속 / 일본.

083 왜승마 미나리아재비과Cimicifuga japonica (Thunb.) Sp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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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 끝에 나오는 길이 20~30cm의 총상 

꽃차례에서 많은 꽃이 흰색으로 피며, 꽃차례는 흔히 

밑부분에서 갈라지기도 하며, 꽃잎은 작고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자방은 2~7개, 수술은 많고 흰색이다. 

꽃받침잎은 5개이고 타원형으로 길이 4mm 정도이며 

꽃자루의 길이는 5~10mm이다. 

열매 ▶   긴타원형의 골돌이고, 길이 1cm로 표면에 털이 있으며, 

꼬부라진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며 2~3회 3개로 갈라지고, 작은잎은 난형, 좁은 

난형으로 길이 3~8cm, 너비 1.5~5cm로 다시 3개로 

갈라지기도 하며 가장자리에 결각상의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1m에 달하고, 흰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자라며 적갈색 잔뿌리가 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깊은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084 미나리아재비과촛대승마 Cimicifuga simplex (DC.)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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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아래쪽 잎

10cm

줄기 위쪽 잎

털제비고깔    D. maackianum f. lasiocarpum 

  -.열매를 포함한 식물 전체에 털이 있다.

부전제비고깔 D. maackianum var. lasiophyllum 
  -.열매에는 털이 없고 잎에는 털이 많다.

제비고깔       D. grandiflorum 
  - 자생지 북한.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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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옆면   3. 열매   4. 전체 모습  

5. 잎   6. 잎뒷면

꽃 ▶    7~9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의 총상꽃차례에 고깔 

모양의 짙은 보라색 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처럼 되며, 위쪽의 것은 꿀주머니가 되며 꽃잎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꽃차례와 꽃자루에 잔털이 있다.     

열매 ▶     골돌은 3개로 길이 1.5cm 정도의 긴타원형으로 끝이 

길게 뾰족해지며 잔털이 있다. 씨앗은 일그러진 삼각형 

으로 갈색이며, 날개가 있고 겉에 주름이 진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길이 9cm, 너비 12cm로 긴 잎자루가 

있으며 단풍잎처럼 3~7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포는 잎 같고, 작은 포엽은 

꽃자루의 중간에 달리며 막질이다.

줄기 ▶    높이가 1m 이상 자라고 곧게 서며 밑부분에 털이 있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는 땅속 깊이 들어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이나 숲 가장자리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085 큰제비고깔 미나리아재비과Delphinium maackianum Regel 
산제비고깔

유사종 특징비교



      211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노랑투구꽃 잎   6. 선투구꽃 잎

꽃 ▶    9월에 투구 모양의 노란색 꽃이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2개이고 위쪽 꽃 

받침 속에 들어 있고, 암술은 3개이고 수술은 많다. 

꽃받침잎은 5장으로 위쪽 꽃받침잎의 끝이 길어지 

면서 꿀주머니가 되며, 꿀주머니(거)는 안으로 말리지 

않고 부리보다 짧다. 꽃차례와 꽃자루, 꽃받침잎에 

털이 밀생한다.

열매 ▶   3개의 골돌로 난상 타원형으로 누운 털이 있다. 종자는 

3mm정도의 삼각형으로 날개가 있고, 겉에 주름이 

있으며 흑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2~4개이며, 손바닥 모양으로 3~5개로 깊게 

거의 밑부분까지 갈라진 후, 다시 깃꼴로 갈라진다. 

표면에 굽은 털이 있고 뒷면 맥 위에 긴 털이 밀생한다. 

잎자루는 매우 길며 퍼진 털이 있고 위로 올라 가면서 

짧아진다.  

줄기 ▶   높이 70~100cm로 곧게 서며 잔털이 많다.

뿌리 ▶      굵고 긴 뿌리줄기가 많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북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086 미나리아재비과노랑투구꽃 Aconitum sibiricum Poir.  
오돌또기

노랑투구꽃

꽃부리

선투구꽃

꿀주머니

노랑투구꽃 A. sibiricum  

  꽃은 8~9월에 피며, 꿀주머니는 

  안으로 말리지 않고, 부리보다 

  짧다. 잎은 3갈래로 거의 

  밑부분까지 갈라진다.

선투구꽃  A. umbrosum   

  꽃은 7월에 피며,  꿀주머니는 

  안으로 말리며, 부리보다 길다. 

  잎은 3갈래로 2/3정도 갈라진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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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8~9월에 청자색 또는 연한 청자색의 꽃 여러송이가 

줄기와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2개 

이고 꿀샘으로 되며, 암술은 5개이고 수술은 많다. 

꽃받침잎은 5장으로 꽃잎처럼 보이며, 뒤쪽 꽃받침잎이 

고깔모양으로 아래를 덮고, 곁꽃받침잎은 둥근 도란상 

이고, 아래 꽃받침잎은 긴 타원형이다. 꽃차례와 꽃자루에 

잔털이 있다.     

열매 ▶     5개의 골돌로 긴 타원형이며 짧은 털이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3~5개의 손바닥 모양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좁은 마름모 모양인 갈래잎은 다시 피침형 

으로 갈라지며 끝은 뾰족하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 ▶    길이 3m에 달하며 처음에는 곧게 자라다가 덩굴로 

되며 다른 물체를 휘감아 오르고 털이 있다.

뿌리 ▶    굵은 짧은 방추형의 덩이뿌리가 발달하고, 긴 가는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 가장자리 / 중국, 러시아.

087 놋젓가락나물 미나리아재비과Aconitum ciliare DC.   
선덩굴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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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황록색 또는 자줏빛이 도는 황록색 꽃이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2개이고 꿀샘으로 되며, 암술은 3개이고 수술은 많다. 

꽃받침잎은 5장으로 위쪽 꽃받침잎은 모자 모양이고 

곁의 꽃받침잎은 난형으로 꽃잎처럼 보인다. 꽃차례와 

꽃자루에 털이 밀생한다.

열매 ▶   3개의 골돌로 긴타원형이며 짧은 털이 있다. 씨앗은 

4mm 쯤의 세모진 타원형으로 매끄럽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길이 4~6.5cm, 너비 3.5~6.5cm로 

손바닥 모양처럼 3~5개로 깊게 갈라진 후, 다시 

깃꼴로 가늘게 갈라지며 끝은 피침형으로 뾰족하다. 

잎자루가 길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져 거의 없어 

지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1m에 달하며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2~3개의 굵은 덩이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이나 풀밭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088 미나리아재비과백부자 Aconitum coreanum (H.Lév.) Rapaics  
노랑돌쩌귀 



21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어린잎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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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7. 투구꽃속의 어린잎   8. 변산바람꽃의 어린잎

꽃 ▶    8~10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 달리는 (겹)총상 

꽃차례에 투구 모양의 청자색 꽃이 핀다. 꽃잎은 2개로 

위쪽 꽃받침잎 속에 있으며 끝이 꿀샘으로 되고, 암술은 

3~5개, 수술은 여러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 

처럼 보이며 겉에 잔털이 있다. 뒤쪽 꽃받침잎은 고깔 

같고 이마 쪽이 앞으로 나오고, 중앙의 꽃받침잎은 

약간 둥글며, 아래의 꽃받침 잎은 긴 타원형이다. 

꽃자루에 퍼진털이 있다.

열매 ▶   골돌은 3~5개로 타원형이고 끝이 뒤로 젖혀진 암술대가 

있으며 겉에 잔털이 있다.

잎 ▶    어긋나며 긴 잎자루 끝에서 손바닥 모양 3~5개로 깊게 

갈라지고, 각 갈래조각은 다시 3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줄기 ▶   길이 1m에 달하며 곧게 자라다가 윗부분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처진다.

뿌리 ▶      원추형 덩이뿌리가 있으며 독성이 강하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089 미나리아재비과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선투구꽃, 개싹눈바꽃, 진돌쩌귀, 싹눈바꽃, 세잎돌쩌귀, 그늘돌쩌귀

75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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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앞면)   4. 잎(뒷면)

꽃 ▶    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투구 

모양의 청자색 꽃이 핀다. 꽃잎은 2개로 위쪽 꽃받침잎 

속에 있으며 끝이 꿀샘으로 되고, 암술은 3~4개,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처럼 

보이고 겉에 잔털이 있다. 꽃자루에 퍼진털이 밀생한다.     

열매 ▶     골돌은 보통 3개로 긴타원형이고 끝이 뒤로 젖혀진 

암술대가 있으며 겉에 잔털이 있다. 씨앗은 3mm쯤의   

긴 삼각형으로 적갈색이며 표면에 막질의 비늘조각이 있다.

잎 ▶    어긋나며 길이 6~7cm, 너비 5~6cm의 오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으며, 털이 없다.

줄기 ▶    길이 60~80cm에 달하며,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서며, 

가지를 치지 않는다.

뿌리 ▶    원추형 덩이뿌리가 있으며 독성이 강하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090 세뿔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금오오돌또기, 금오돌또기, 담색바꽃, 미색바꽃

줄기 위쪽 줄기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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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어린개체   

꽃 ▶    7~9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청자색 꽃이 총상꽃 

차례로 핀다. 암술은 5개,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처럼 보이며, 뒤쪽의 꽃받침잎이 

고깔처럼 위에서 내려 덮고 길이는 2cm 정도이며, 양쪽 

2개는 긴 대가 있고 고깔같은 꽃받침잎 속으로 들어 

간다. 꽃자루에 털이 있고 한 쌍의 포는 선형이다. 

자방에는 털이 없다.

열매 ▶   골돌은 5개로 긴타원형이고, 끝에 꼬부라진 암술대가 

길게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며 3~5개로 깊게 갈라지고 털이 없다. 

갈래조각은 긴 타원형으로 다시 깃꼴로 갈라지며, 

끝부분은 난상 피침형으로 뾰족하다.

줄기 ▶  길이 1m에 달하며 곧게 자란다.

뿌리 ▶      굵은 육질의 덩이뿌리가 있으며 독성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지리산 및 중부 이북의 산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091 미나리아재비과지리바꽃 Aconitum chiisanense Nakai  
지이바꽃, 지리산바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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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8~9월에 줄기 끝에서 나오는 산방상 총상꽃차례에 

2~8송이의 청자색 꽃이 피며, 겉에 꼬부라진 털이 

있다. 암술은 3개,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처럼 보이며, 뒤쪽 꽃받침잎은 길이 11~ 

22mm로 부리가 있고  양옆의 꽃받침잎은 길이 12~ 

19mm, 아래 꽃받침잎은 길이 10~16mm 이다. 꽃자루에 

굽은 털이 있다.     

열매 ▶    골돌은 3개로 긴타원형이고 끝이 뒤로 젖혀진 암술대가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길이 6.5~15cm, 너비 7.5~18cm로 

3개의 난형 또는 도란형으로 완전히 갈라 진다. 

갈래조각은 다시 끝이 결각상으로 2~3 갈래지며, 

양면과 가장자리에 꼬부라진 털이 있거나 없다.

줄기 ▶    길이 45~100cm에 달하며, 대개는 곧게 서며, 중간 

이상에 굽은 털이 있다.

뿌리 ▶    원추형 덩이뿌리가 있으며 독성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남부지방 산지의 숲속.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092 한라돌쩌귀 미나리아재비과Aconitum japonicum subsp. napiforme (H.Lév. & Vaniot) Kadota
섬투구꽃, 한라돌쩌기, 한라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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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8~9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5~ 

15cm의 총상꽃차례에 2~2.5cm인 자주색 꽃이 핀다. 

꽃잎은 2개로 길어져 끝이 꿀샘처럼 되며 암술은 3개,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 같고, 뒤쪽 

꽃받침잎은 투구 같고 양쪽 2개의 꽃받침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아래로 처진다. 꽃자루는 10mm로 

윗부분 꽃받침의 겉면과 더불어 털이 있다.     

열매 ▶   골돌은 3개로 끝이 뒤로 젖혀진 암술대가 있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둥근 심장형으로 5~7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끝이 뾰족한 결각 또는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어긋나며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단순해진다.

줄기 ▶    높이 30~80cm로 곧게 또는 비스듬히  자라고 대개 

자줏빛을 띠며, 윗부분에 짧은털이 밀생한다.

뿌리 ▶    원추형 직근이며 흑갈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093 진범 미나리아재비과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교, 줄오독도기, 줄바꽃



      219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8~9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2~2.5cm인 황백색 꽃이 핀다. 꽃잎은 2개로 끝이 

꿀샘처럼 되며, 암술은 3개,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잎은 5개로 꽃잎 같고, 뒤쪽 꽃받침잎은 원통상 

꿀주머니로 발달하고 털이 있으며, 양쪽에 2개, 밑에 

2개가 있다. 꽃차례와 꽃자루에 굽은 털이 있고 포는 

피침형 또는 선형으로 털이 있다.

열매 ▶   골돌은 3개로 끝이 뒤로 젖혀진 암술대가 있다. 종자는 

삼각형으로 날개가 있고 주름이 진다.

잎 ▶    밑부분의 잎은 3~7갈래, 윗부분의 잎은 3~5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끝이 뾰족한 톱니가 있다. 표면에 

누운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와 뒷면 맥 위에도 털이 있다.

줄기 ▶   비스듬히 자라거나 덩굴로 되어 길이 1m 이상 자라고 

연두빛을 띠며, 윗부분에 꼬부라진 털이 있다.

뿌리 ▶      원추형 직근이 있어 땅속 깊이 들어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094 미나리아재비과흰진범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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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4월에 높이 30cm 정도의 긴 꽃줄기 끝에서 종모양의 

적자색 꽃이 1송이씩 아래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길이 3.5cm, 너비 1.2cm인 긴타원형의 

꽃받침잎이 6개가 있으며, 겉에 명주실같은 흰털이 

밀생하나 안쪽에는 털이 없다.     

열매 ▶    수과는 길이 5mm 쯤의 납작하고 긴 난형, 암술대는 

깃꼴의 퍼진털이 밀생한다.

잎 ▶    뿌리에서 나고 잎자루가 길며, 5개의 작은잎으로 

이루어진 깃꼴겹잎으로 전체에 긴 흰털이 밀생하여 

흰빛이 돌며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털이 없다.  

작은잎은 길이 3~4cm로 2~3갈래로 갈라지고, 포엽은 

3~4개로 꽃줄기 윗부분에 달리며 잘게 갈라진다.

높이 ▶    30cm정도로 원줄기는 없고 전체에 흰털이 밀생한다.

뿌리 ▶    굵고 긴 흑갈색으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095 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Mori
노고초, 가는할미꽃(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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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산형꽃차례가 발달 

하여 노란꽃이 핀다. 꽃잎은 4개이고 긴 난형으로 길이 

12mm정도이며, 암술 1개와 많은 수술이 있다. 

꽃받침잎은 2개이고 타원형으로 길이 6~8mm이고 

겉에 잔털이 있으며 일찍 떨어진다.

열매 ▶    좁은 원주형인 삭과는 길이 3~4cm, 너비 2mm정도로 

양끝이 좁고 자루가 있다.

잎 ▶    어긋나고 길이 7~15cm, 너비 5~10cm로 1~2회 

깃꼴로 갈라지고 열편은 도란상의 긴 타원형이다.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에 흰빛이 돌며, 끝이 둥글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와 결각이 있다.

줄기 ▶    높이 30~80cm로 분을 칠한 듯 흰빛이 돌고, 곱슬털이 

많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상처를 내면 노란색 

액체가 나온다.

뿌리 ▶   원뿌리는 땅속 깊이 들어가고 노란색이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풀밭과 숲 가장자리 / 동아시아의 온대지역.

096 애기똥풀 양귀비과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까치다리, 젖풀, 씨아똥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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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잎뒷면

꽃 ▶    5~7월에 뿌리에서 바로 올라 온 꽃줄기 끝에 1~10개의 

노란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잎은 4장으로 길이 1cm의 

둥근 난형이다. 꽃받침잎 2개는 난상 넓은 타원형으로 

일찍 떨어지고, 암술1개, 수술은 많으며 꽃잎보다 짧다. 

꽃줄기는 잎자루보다는 길고 잎보다는 짧다. 

열매 ▶   가늘고 긴 3cm의 삭과로 끝에는 긴 부리가 있다. 

씨앗은 황갈색, 둥글고 돌기가 있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는 1회깃꼴겹잎으로 작은잎은 3~7개의 

타원형이며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결각상으로 갈라지기도 하며 잎과 잎자루에 

잔털이 있다. 자르거나 상처가 나면 붉은색 유액이 

나온다.  

높이 ▶   20~40cm.

뿌리 ▶  짧고 굵은 뿌리줄기에 잔뿌리가 많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라도, 경남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097 양귀비과매미꽃 Coreanomecon hylomeconoides Nakai 
피나물, 개매미꽃, 여름매미꽃

매미꽃 새발노랑매미꽃, 피나물

뿌리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1~여러 개의 꽃이 
달린다.

꽃자루는 원줄기의 잎겨드랑이에서 1~3개의 
꽃자루가 나오며
꽃자루의 끝에는 꽃이 1개만 달린다. 

매미꽃 새발노랑매미꽃 피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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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원줄기 끝의 잎겨드랑이에서 1~3개의 긴 

꽃자루가 나와 끝에 1송이씩 노란꽃이 핀다. 꽃잎은 

4개이고 난상 원형으로 길이 2.5cm 정도이고 광택이 

나며, 암술 1개와 많은 수술이 있다. 꽃받침잎은 2개 

이고 난형이며 길이 1.6cm 정도로 일찍 떨어진다.

열매 ▶    좁은 원주형인 삭과는 길이 3~5cm, 너비 3mm 정도로 

양끝이 좁고 자루가 있다.

잎 ▶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5~7장의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은 넓은 난형으로 작은 잎자루가 있고 길이 1.5~5cm, 

너비 1.2~3cm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줄기잎은 어긋나며 5장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다.

줄기 ▶    높이 30cm 정도이고 곱슬털이 있으며, 상처를 내면 

붉은색 액체가 나온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비스듬히 옆으로 자라고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098 피나물 양귀비과Hylomecon vernalis Maxim. 
노랑매미꽃, 매미꽃, 봄매미꽃, 선매미꽃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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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여러 송이가 

보랏빛~홍자색으로 다양한 색의 꽃이 핀다. 화관은 

통상 입술모양이며 꿀주머니의 끝이 약간 밑으로 굽고, 

밑부분의 포는 1cm 정도의 타원형으로 끝이 빗살처럼 

깊게 갈라진다. 꽃자루는 길이 2cm 정도이다. 

열매 ▶    삭과는 긴타원형으로 길이 2cm, 너비 3mm이다. 

씨앗은 둥글고 검은색으로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3개씩 1~2회 갈라진다. 

도란형으로 윗부분이 깊게 또는 결각상으로 갈라지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다. 댓잎형태, 깃꼴로 

잘게 갈라지는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줄기 ▶    높이 20cm에 달하고 밑부분의 포 같은 잎겨드랑이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온다. 

뿌리 ▶    지름 1cm의 둥근 덩이줄기 속은 노란색이다.

높이 ▶   10~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099 현호색 현호색과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애기현호색, 댓잎현호색, 빗살현호색, 둥근잎현호색, 가는잎현호색

1. 꽃   2. 암술머리(주두)   3. 열매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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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포엽   3. 잎   4. 전체 모습

꽃 ▶      3~4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15~22mm의 

진한 홍자색 꽃 3~5송이가 모여핀다. 포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갈라지지 않는다(      ).

열매 ▶   선형의 삭과로 길이 15~22mm, 너비 1.5mm이며, 종자는 

지름 1.2mm 정도로 1배열하며, 둥글고 흑갈색이며 겉에 

잔돌기가 있다.

잎 ▶    어긋나며 1~2회 3출엽이다. 뿌리잎은 3장씩 2~3회 

갈라지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잎은 2개로 잎자루가 

짧고 3장씩 1~2회 갈라진다. 작은잎은 길이 1~2cm, 

나비 3~7mm의 도란형 또는 도피침형으로 깊게 갈라 

지고, 안쪽에 흔히 백록색의 무늬가 있다. 

줄기 ▶   높이는 10cm, 길이는 10~30cm 정도로 덩이뿌리에서 

5~6개가 나와 비스듬히 자라다 곧게 선다. 

뿌리  ▶   지름 1cm 이하의 작고 둥근 덩이줄기이다.

높이  ▶  10~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100 현호색과좀현호색 Corydalis decumbens (Thunb.) Pers. 
제주현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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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3~5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13개의	

진한	청자색	또는	홍자색	꽃들이	모여핀다.	꽃은	비교적			

큰	편으로	꽃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 또는 파도 

모양을	이룬다.	포엽은 손바닥 모양이고	끝이	깊게	

갈라진다.

열매	 ▶				선형의	삭과로	종자는	1배열하며,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3출엽이다.	작은	잎은	도란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손바닥	모양으로	깊게	갈라진다.	흔히	

잎맥을 따라 빗살같은 흰 무늬가	나타난다.

줄기	 ▶				20cm	내외로	자라며,	처음엔	비스듬히	눕다가	곧바로	선다.

뿌리	 ▶				황색의 둥근 덩이줄기가	있다.	비늘조각의	밑부분에서	

1~여러	개의	줄기가	나온다.

높이	 ▶			17~28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101 조선현호색 현호색과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1~2.	꽃			3.	암술머리(주두)			4.	열매			5.	포엽			6.	잎

7.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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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포엽			3.	잎			4.	전체	모습

꽃	 ▶						3~4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20개의	

청자색	계열의	꽃이	모여	핀다.	꽃은	전반적으로	매우	

크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며,	아래쪽	바깥꽃잎이	넓다.	

포엽은 도란형으로 끝이 잘게 갈라지며 대개 갈색을	띤다.

열매	 ▶			납작한	방추형의	삭과로	종자는	2열로	배열하며,	씨앗은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2회	3출엽이다.	작은	잎은	도란형,	긴	타원형	

이며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표면에 흰 반점이 

여러개 산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개체도	있다.

줄기	 ▶			20cm정도로	자라며	굵고	튼튼하다.	처음엔	비스듬히	

눕다가	선다.

뿌리		 ▶			1~2cm의	둥근	덩이줄기가	있다.

높이		 ▶		10~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지방의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02 현호색과점현호색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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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열매			4.	전체	모습	

꽃	 ▶						3~4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13개의	

진한	청자색	또는	홍자색	꽃이	모여핀다.	꽃받침이 

현저히 발달하여 상부가 갈퀴모양으로 가늘게 갈라져 

화통을 감싼다.	꽃은	길이	20~24	mm,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는	3~5mm	정도이다.	포엽은	타원형으로	끝에	

잔톱니가	있다.

열매	 ▶			납작한	방추형의	삭과로	표면에	붉은	반점이	있고,	

씨앗은	2배열하며,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2회	3출엽이다.	작은잎은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굵은	톱니가	있다.

줄기	 ▶			15cm	내외로	자라며	줄기잎은	2개이다.	처음에는	

비스듬히	눕다가	곧바로	선다.

뿌리		 ▶			1~1.8cm의	둥근	덩이줄기의	속은	흰색이다.

높이		 ▶		7~21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충북	단양군,	강원도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03 현호색과갈퀴현호색 Corydalis grandicalyx B.U.Oh & Y.S.Kim 

꽃받침

흰꽃이 피는 것을 흰갈퀴현호색 C. grandicalyx f. albifloris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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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3~4월에	줄기	끝에	다리는	짧은	총상꽃차례에	길이	

1.2~1.8cm의	청자색	또는	연보라색꽃이	여러개	모여	

핀다.	작은	꽃자루는	0.5~1.4cm로	결실기에는	2.1cm로	

길어진다.	크기가	전반적으로	가늘고	작은	편이나,	전체	

모습에서	아래꽃잎이 넓은 마름모꼴로 유난히 크다.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

열매	 ▶				선형의	삭과로	씨앗은	1열로	배열하며	씨앗은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1~2회	3출엽이다.	작은	잎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흔히	적자색	테두리가	있다.

줄기	 ▶				가늘고	연약하며	비스듬히	눕다가	선다.

뿌리	 ▶				둥근	덩이줄기가	있으며,	비늘조각잎의	밑부분에서	

1~여러개의	줄기가	나온다.

높이	 ▶				6~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도	및	강원도의	산지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04 각시현호색 현호색과Corydalis misandra B.U.Oh 

1.	꽃			2.	열매			3.	포엽			4.	전초(흰꽃)

	

11mm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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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암술머리(주두)			3.	잎			4.	전체	모습			5.	뿌리잎

꽃	 ▶						4~5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15~18mm의	

홍자색	꽃이	모여	핀다.	꽃자루는	가늘고	길다.	꽃잎의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거나 없다.	포는	도피침형	

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며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열매	 ▶			선형의	삭과로	종자는	1배열하며,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3출엽이다.	줄기잎은	난형,	도란형,	넓은	타원형	

이며,	가장자리에는	결각상의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뿌리잎은	짙은	자색의	무늬가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좌우측의	작은	잎은	다시	2개로	갈라진다.

줄기	 ▶			15cm	내외로	자라며	1~여러개의	줄기가	인접해서	

나온다.

뿌리		 ▶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불규칙한	모양의	작은	여러	

개의	덩이줄기들을	만든다.

높이		 ▶		10~3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습하고	양지바른	들이나	논밭	주변	/	중국.

105 현호색과들현호색 Corydalis ternata (Nakai) Naka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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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3~4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6~28송이의	

자줏빛이	감도는	흰색	또는	분홍색	계열의	꽃이	모여	

핀다.	꽃은	가늘고	길며,	윗꽃잎에 짙은 자주색 줄무늬와 

함께 끝부분이 소의 뿔모양인 점이 특징이다.	포엽은	

선형	또는	피침형으로	끝이	얕게	갈라지기도	한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로	씨앗은 2배열하며,	둥글고	검으며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며,	1~2회	3출엽이다.	작은 잎은 선형이고	1~	

12cm로	길다.

줄기	 ▶				18cm	내외로	자라며,	처음엔	비스듬히	눕다가	곧바로	선다.

뿌리	 ▶				둥근	덩이줄기가	있다.	비늘조각의	밑부분에서	1~	

여러개의	줄기가	나온다.

높이	 ▶				11~24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06 쇠뿔현호색 현호색과Corydalis cornupetala Y.H.Kim et J.H.Jeong 

1~2.	꽃			3.	포엽			4.	전체	모습			5.	열매			6.	씨앗	

10mm

65



23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2

4

6

1

3

5

꽃	 ▶				3~6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달리는	길이	3~10cm의	

총상꽃차례에	2cm인	노란색	꽃이	빽빽하게	모여	피며,		

한	쪽은	입술모양으로	넓게	퍼지고,	다른	한쪽은	

꿀주머니로	된다.	포는	난상	피침형이며	때로는	갈라진다.	

암술머리는 -자 모양으로 한 쪽에 4개, 모두 8개의 

돌기가 있고, 암술대와 함께 T자 모양이다.

열매	 ▶				선형의	삭과로	길이	2~3cm이며	염주모양을	한	10~	

15개의	마디가	있고,	씨앗은	검고	둥글며	겉에	잔돌기가	있다.

잎	 ▶				어긋나며	길이	10~15cm	정도로	2회	깃꼴겹	잎이며,	

작은	잎은	난형으로	다시	깃꼴로	잘게	갈라지고,	끝부분은	

선상	긴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줄기	 ▶				높이는	30~50cm로	곧게	서며	가지가	갈라진다.	

전체에	분백색이	돌고	줄기	속은	비어있다.

뿌리	 ▶				많은	잔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러시아.

107 산괴불주머니 현호색과Corydalis speciosa Maxim.
암괴불주머니

1.	꽃			2.	암술머리(주두)			3.	열매			4.	씨앗			5.	잎			6.	포(포엽)

2mm

꽃밥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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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9월,	가지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노란색	꽃이	

모여	피며,	화관은	통	모양이고	한	쪽은	입술모양으로	

벌어지며	끝에	자주빛이	있고,	하부 외화판의 화판변은 

보트형이며 끝부분이 반구형으로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고,	다른	한쪽은	끝이	길게	가늘어진	꿀주머니로	

된다.	꽃받침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포는	난형~	

넓은	난형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열매	 ▶			타원형	또는	도란형의	삭과로	익으면	껍질이	갈라져	

돌돌	말리면서	터진다.	씨앗은	검고	둥글며	광택이	있다.	

잎	 ▶				어긋나며	2~3회	3출엽이다.	작은	잎은	길이	1~1.4cm,	

너비	0.5~1cm로	3개로	갈라지고	갈래조각은	긴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뒷면에	분백색이	돈다.	잎자루는	길고	

날개가	있다.

줄기	 ▶			높이	50~100cm,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분백색을	띠며	

세로로	능선이	있다.

뿌리		 ▶			많은	잔뿌리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습기있는	곳	/	중국,	일본.

108 현호색과선괴불주머니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좀괴불주머니

외화판 하부 화판 (보트형)

외화판 상부 화판              내화판

꿀주머니(거距)

외화판 하부의 끝부분이 볼록하게 부풀어 반구형 모양,

이와 아주 닮은 가는괴불주머니는 끝부분이 부풀지

않고, 꿀주머니의 길이가 7~12mm로 

선괴불주머니(8~14mm) 보다 짧다.

4

5

1

1

2 3

4

5
3

2
가는괴불주머니 C. radd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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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5.	열매			3.	잎			4.	전체모습

6.	암술머리		

꽃	 ▶						4~5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1.5~	

2cm인	노란색	꽃이	모여	피며,	앞쪽은	입술모양으로	

벌어지고,	뒷쪽은	끝이	둥글고	아래로	약간	굽은	

꿀주머니로	된다.	포는	피침형,	암술머리 양끝에 2~3 

개씩 모두 4~6개의 돌기가 있다.

열매	 ▶			넓은	선형의	삭과로	길이	3cm내외이며	불규칙한	염주	

같이	잘록한	마디가	있다.	씨앗은	검고	둥글며	돌기가	

많고	1줄로 배열된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난상	삼각형,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	

25cm인	2~3회3출깃꼴잎으로,	작은	잎은	난상	쐐기모양	

으로	결각이	있다.	

줄기	 ▶			높이	40~60cm의	분백색이	도는	자주색,	가지가	갈라	

지고	자르면	역한	냄새가	난다.

뿌리		 ▶			많은	잔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바닷가와	해안에	가까운	숲	/	일본.

109 현호색과염주괴불주머니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갯현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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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4~12cm의	총상꽃차례에	

12~18mm인	다수의	홍자색	꽃이	모여	피며,	한쪽은	

입술모양으로	넓게	퍼지고,	다른	한쪽은	긴	꿀주머니로	

된다.	꽃자루는	10~15mm이며,	포는	긴	타원형으로	

결각이	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5mm이고	너비는	3~3.5mm로	

아래로	처지며,	씨앗은	검고	둥글며	윤채가	있다.

잎	 ▶				뿌리잎은	길이	3~8cm로	전체가	삼각상	난원형으로		

2회	3출엽이고	줄기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작은	잎은	

길이	1~2cm로	3출엽과	비슷하나	깃꼴로	갈라지며	

결각이	있다.

줄기	 ▶				높이는	20~50cm로	원줄기	여러개가	뿌리에서	나오며,	

능선이	있고	가지가	다소	갈라진다.

뿌리	 ▶				긴	타원형으로	덩이줄기가	없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숲속	/	중국,	일본.

110 자주괴불주머니 현호색과Corydalis incisa (Thunb.) Pers. 
자주현호색

1.	꽃			2.	암술머리(주두)			3.	열매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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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활처럼	휜	줄기	끝에	납작한	주머니모양의	

분홍색	꽃이	총상꽃차례를	이루어	아래를	향해	주렁주렁	

달린다.	꽃잎은	4장으로	바깥쪽	분홍색	꽃잎	2장은	끝이	

구부러져	밖으로	젖혀지고,	안쪽의	흰	꽃잎	2장	속에	

1개의	암술과	6개의	수술이	있다.	꽃받침잎은	2개로	

피침형이며	끝이	둔하고	길이	6~7mm로	빨리	떨어진다.		

열매	 ▶				삭과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1~2cm이다.	씨앗은	둥글고	

검은색으로	광택이	난다.

잎	 ▶				어긋나는	2~3회	깃꼴겹잎이다.	작은	잎은	길이	3~6cm	

이며	3~5갈래로	깊게	또는	완전히	갈라진다.		

줄기	 ▶				흰빛이	도는	녹색으로	곧게	자라고,	연하며	가지를	친다.	

뿌리	 ▶				굵은	육질로	깊게	뻗으며	잘	부러진다.	

높이	 ▶				50~7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111 금낭화 현호색과Dicentra spectabilis (L.) Lem. 
등모란

1.	꽃			2.	잎			3.	잎뒷면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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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3~5월에	피며,		줄기끝에	황록색의	꽃이	모여난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로서	둥글며	수평으로	

펴지고,	암술대는	2개로	젖혀지고,	수술은	8개로	꽃받침잎	

보다	짧다.	포엽은	연록색으로	가장자리에	무딘	톱니가	있다.	

열매	 ▶				2개의	뿔같은	삭과는	지름	5mm정도이고	익으면	2개로	

벌어지며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3~4개이고	둥글며	밑부분이	심장모양이고	

잎자루가	길다.	길이	5~20mm,	너비	8~30mm로	가장	

자리에	얕고	둔한	톱니가	있으며,	줄기잎은	2~3개의	

잎이	어긋나게	달린다.

줄기	 ▶				높이	10~15cm로	밑에서	여러개로	갈라지고	3~4개의	

능선이	있으며	털이 있다.

뿌리	 ▶				여러개의	가늘고	긴	뿌리와	잔뿌리가	나고	꽃이	진	후	

위쪽에	길이	2~3mm의	살눈이	생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물가나	습지	/	중국,	일본.

비고	 ▶			 선괭이눈 C. pseudofauriei	은	꽃받침잎이 곧게 서고, 

줄기에 털이 많은 것이	산괭이눈과	구분이	된다.

112 산괭이눈 범의귀과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괭이눈

1.	꽃			2.	열매와	씨앗			3.	줄기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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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포엽			3.	줄기잎			4.	전체	모습

5.	수분이	끝난후의	포엽(점차	녹색이	된다.)			6.	결실후의	뿌리잎

꽃	 ▶				4~5월에	꽃줄기	끝에	노란색의	꽃이	모여난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로	난원형이며	곧게 서고	길이	

2~2.5mm이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8개로	꽃받침잎	

보다	짧다.	포엽은	난형으로	꽃필	때	노란색이었다가	

꽃이	지면	녹색으로	변한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길이	8mm	정도이고	익으면	2개로	

벌어지며	씨앗은	흑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모여나고	줄기잎은	마주난다.	줄기	아래쪽의	

잎은	작고	난원형이며	2~3쌍이	있으며,	줄기	끝의	

잎은	난형	또는	도란형이고	길이	약	4cm로	다른	잎보다	

매우	크고	밑부분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20cm	정도이고	밑에서	여러개로	갈라지고		곧게	

서고	털이 없다.	꽃이	진	후	옆으로	뻗는	가지가	나와	

많은	새	개체를	만든다.

뿌리	 ▶			여러	개의	가늘고	긴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곳	/	중국,	러시아.

113 범의귀과선괭이눈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H.Lév.  

포엽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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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가지끝에	연한	황록색	꽃이	모여핀다.	지름	

3~6mm로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이고	편원형	

으로	길이	1~2mm이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8개이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포엽은	난형으로	끝이	

3~5개로	갈라진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벌어져	잔모양이	되고,	

씨앗은	난형으로	돌기와	1개의	능선이	있다.	

잎	 ▶				뿌리잎은	둥글고	모여나며,	가장자리에	크고	둔하며	

깊은	톱니가	있고,	표면에	털이	있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꽃이	필	때는	대개	없어진다.	줄기잎은	어긋나는	

심장상	원형으로	작으며,	길이	3~10mm,	너비	4~	

12mm이다.

줄기	 ▶				높이	5~15cm로	윗부분에서	가지를	치고	털이	있으며,	

꽃이	진후	밑부분에서	옆으로	뻗는	줄기가	발달하여	

많은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뿌리	 ▶				여러	개의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114 애기괭이눈 범의귀과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덩굴괭이눈, 애기괭이눈풀

1.	꽃			2.	삭과	속의	씨앗			3.	줄기잎			4.	뿌리잎			5.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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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줄기끝에	5~8개의	진노랑색	꽃이	모여난다.	

지름	2~2.5mm로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잎은	4개이고	둥글며	수직으로	서며,	암술대는	2개,	

수술은	8개이다.	포엽은	녹색이나	꽃	필	때에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둥글고	

표면에 혹모양의 돌기가 있다.  

잎	 ▶				뿌리잎은	자줏빛이	감돌고	둥글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둥근	톱니가	있고	표면에	드물게	흰털이	있다.		

줄기잎은	부채모양이고	1~2쌍으로	마주나거나 어긋 

나게 달리며,	가장자리에	4~6개의	둥근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5~15cm로	흰털이	있고	자줏빛이	돌며,	꽃이	진			

후	밑부분	잎겨드랑이에서	뻗는	줄기가	발달하여	

새로운	개체를	많이	만든다.

뿌리	 ▶				여러	개의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	주변.

115 금괭이눈 범의귀과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Hara
제주괭이눈, 한라산괭이눈, 힌괭이눈

1.	꽃			2.	줄기잎			3.	뿌리잎			4.	뿌리잎	뒷면			5.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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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줄기잎과	줄기			4.	전체	모습

5.	개화기			6.	꽃이	진	후의	모습

꽃	 ▶				5월에	줄기끝에	노란색의	꽃이	모여난다.	꽃잎은	없고,	

꽃잎같이	보이는	꽃받침잎은	4개로서	둥글며	위로	

서고,	길이	2~3mm이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8개로	꽃받침잎보다	짧으며,	포엽은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고	녹색이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길이가	

서로	다르며	씨앗은	흑갈색이다.

잎	 ▶				마주나며,	둥글거나	둥근	난형으로	밑부분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다.	표면은	

잎자루와	더불어	털이	있고	미세돌기가	밀생하며,	

길이는	10~23mm,	너비	8~20mm이다.

줄기	 ▶			높이	5~10cm로	흰털이	많고	곧게	서며,	밑부분에서	

가지를	치며,	꽃이	진	후	옆으로	뻗는	줄기가	나와	많은			

새	개체를	만든다.

뿌리	 ▶			여러	개의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지	/	중국,	러시아,	일본.

116 범의귀과흰괭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acc) H. Hara  
큰괭이눈, 힌괭이눈, 흰털괭이눈

포엽

꽃받침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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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줄기잎			3.	뿌리잎			4.	뿌리잎	뒷면			5.	전체	모습

꽃	 ▶				4~5월에	줄기끝에	진노랑색의	꽃이	모여난다.	지름		

약	3mm로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로	길이	1~	

1.5mm이고	수직으로	서며,	암술대는	2개,	수술은	8개로	

꽃받침잎보다	짧다.	포엽은	둥근	난형으로	길이	3~10mm	

이고	둥근	톱니가	있으며,	꽃이	필	무렵	안쪽의	절반	

정도가	노란색을	띤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둥글고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둥근	톱니가	

있으며	길이	3~20mm,	너비	3~16mm로	표면의	잎맥	

부분은	흰색이다.	줄기잎은 1~2쌍이 마주나게 달리는 

부채모양이고	길이	3~10mm이며,	잎자루에	긴털이	있다.	

줄기	 ▶			높이	10cm	정도이고	퍼진털이	많으며,	꽃이	진	후		

밑부분에서	옆으로	뻗는	줄기가	발달한다.

뿌리	 ▶			여러	개의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	주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17 범의귀과누른괭이눈 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북괭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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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씨앗			4.	전체	모습

5.	꽃이	진	후의	모습

꽃	 ▶				5~7월에	많은	가지	끝에	녹색의	꽃이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4개이고	수평으로	퍼진다.	암술대는	

2개,	수술은	8개이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포엽은	둥글고	

얕은	톱니가	있다.

열매	 ▶			뿔모양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길이	

1mm의	난상	타원형이다.

잎	 ▶				편원형으로	뿌리잎은	꽃이	필	때는	대개	없어진다.	

줄기잎은	마주나는	원형	또는	난상	원형이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6~15mm로,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고	

밑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갑자기	좁아져	잎자루로	

흐른다.

줄기	 ▶			높이	7~15cm로	가지를	많이	치며,	꽃이	진	후	밑부분	

에서	옆으로	뻗는	줄기가	발달하여	많은	새로운	개체가	

생긴다.

뿌리	 ▶			여러개의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습기가	많은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동속	중에서	꽃이	가장	늦게	핀다.

118 범의귀과가지괭이눈 Chrysosplenium ramosum Maxim.  
검정괭이눈, 털괭이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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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8~9월에	줄기끝의	총상꽃차례에	1~5개씩의	노란꽃이	

핀다.	화관은	길이	3.8cm,	지름은	1.5~2.5cm이고	

꽃잎은	5장이며,	꽃받침은	얕은	접시모양으로	5개로	

갈라진다.	암술머리는	3개이고	수술은	15개로	화관보다	

약간	길다.

열매	 ▶				둥근	삭과이고	지름	15mm정도이며,	3개의	긴	암술대가	

남아	있다.	

잎	 ▶				마주나며,	타원형	또는	원형이고	가장자리가	손바닥	

모양으로	얕게	갈라지고	뾰족한	톱니가	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7.5~20cm이고	잎자루는	밑의	것은	

길지만	위로	갈수록	짧아진다.

줄기	 ▶				높이	30~100cm로	모여나고	곧게	서며,	6각이	지고	

녹색이며	윗부분에	2개로	갈라진	짧은털이	밀생한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	끝에서	새싹이	

모여나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지리산,	백운산(전남)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19 나도승마 범의귀과 Kirengeshoma koreana Nakai  
왜승마, 노랑승마, 백운승마(북한)

1.	꽃			2~3.	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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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잎			3.	전체	모습

4.	5월의	미성숙	개체

꽃	 ▶				7~8월에	줄기끝의	원추꽃차례에	많은	홍자색	꽃이	

빽빽하게	모여	핀다.	꽃차례는 곧게 서고	길이	30cm	

쯤으로	짧은털이	밀생한다.	꽃잎은	5개로	선형이고,	

꽃받침잎은	5개로	난형이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10개이며	꽃잎보다	짧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길이	3~4mm이다.

잎	 ▶				어긋나는	2~3회	3출겹잎으로	잎자루가	길며,	가장	

끝의	작은잎은	긴	난형	또는	난상	긴타원형으로	끝이	

짧게	뾰족하고	밑은	둔하거나	심장형에	가깝다.	길이	

3~8cm,	너비	1~4cm로	가장자리에	겹톱니	또는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30~70cm로	곧게	서며	갈색털이	난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짧게	뻗으며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곳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줄기에 섬모가 흩어져 나고 작은 잎의 자루가 잎축에 

직각~둔각인 것을	진퍼리노루오줌 A. var. divaricata라	
하고,	꽃차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숙은노루오줌    

A. koreana이라	한다.

120 범의귀과노루오줌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큰노루오줌, 왕노루오줌, 노루풀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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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줄기끝의	원추꽃차례에	많은	연분홍	꽃이	

빽빽하게	모여	핀다.	꽃차례는	옆으로	처지고	큰	것은	

길이	26cm,	너비	16cm에	달하며	갈색털이	밀생한다.	

꽃잎은	5개로	선형이고	길이	5mm,	꽃받침잎은	5개로	

길이	2mm정도이다.	암술대는	2개,	수술은	10개이며	

꽃잎보다	약간	짧다.

열매	 ▶				삭과는	끝이	2개로	갈라진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2~3회	3출겹잎으로	잎자루가	길며,	

작은잎은	난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길게	뾰족	

해지고	밑은	둔하거나	심장형에	가깝다.	길이	4~11cm,	

너비	1.5~7cm로	가장자리에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40~60cm로	비스듬히	서며	갈색털이	난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짧게	뻗으며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곳	/	중국.

121 숙은노루오줌 범의귀과 Astilbe koreana (Kom.) Nakai   
이끈노루오줌

1.	꽃			2.	잎			3.	전체	모습

4.	노루오줌 A. rubra  		5.	숙은노루오줌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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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	 ▶				6~7월,	줄기	끝에	달리는	취산상의	원추꽃차례에	

미색으로	피며,	꽃차례는	20~40cm이고	털이	있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잎은	2~4mm로	4~8개이다.	

암술대는	2개,	수술	8~15개로	꽃받침보다	조금	길다.

열매	 ▶			난형의	삭과,	길이	5mm,	2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지름	50cm에	달하는	커다란	손바닥같은	

5출엽이며,	작은	잎은	길이	15~35cm,	너비	10~25cm의	

도란형으로	3~5개로	얕게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며,	잎	뒷면	맥위와	

잎자루	윗부분에	털이	있으며,	줄기잎은	1~5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진다.

뿌리	 ▶			육질의	길고	딱딱한	뿌리줄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뻗고,	

약한	잔뿌리가	드물게	있다.

높이	 ▶			80cm~13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북	높은	산	그늘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22 범의귀과도깨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A.Gray
독개비부채, 수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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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9월에	꽃줄기	끝에	1송이의	흰꽃이	핀다.	화관은	

지름	2~2.5cm이고,	꽃잎은	5장으로	길이	7~10mm의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꽃받침조각은	5개로	긴타원형	

이다.	씨방은	1개이고	수술과	헛수술은	각각	5개이며,	

헛수술은	12~22개로	갈라지고	끝에	노란색의	꿀샘이	있다.

열매	 ▶				넓은	난형의	삭과이고	길이	10~12mm이며,	익으면	

4조각으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원심형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35mm	

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잎은	

보통	1개로	작고	원줄기를	감싸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10~45cm로	곧게	서고	능선이	있으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지	/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지.

123 물매화 범의귀과 Parnassia palustris L.    
물매화풀, 풀매화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5.	꽃의	구조			6.	어린개체	

수술 자방
꽃잎

헛수술선체

꽃대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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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미성숙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	 ▶				6~7월에	꽃줄기	끝의	원추꽃차례에	많은	흰꽃이	빽빽	

하게	모여	핀다.	꽃잎은	흰색이고	긴타원형으로	5~8장	

이고,	꽃받침잎은	녹색이고	침형으로	뒤로	젖혀진다.	

암술대는	2~3개이고	수술은	10개	정도이며	꽃밥은	

붉다.	포는	선상	피침형이고	꽃자루는	꽃차례와	더불어	

잔털이	밀생한다.

열매	 ▶			긴타원형의	삭과는	2개씩	달리며	긴	암술머리가	남아	

있고,	씨앗은	타원형의	다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는	신장형으로	너비	5~8.5cm이고	

뒷면	밑부분에	털이	약간	있으며,	가장자리에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11~21cm이고	털이	있으며	

흔히	자줏빛이	돈다.

줄기	 ▶			높이	25cm정도로	샘털이	있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	끝에서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어	번식	

하며,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깊은	산의	계곡부와	습기있는	음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24 범의귀과구실바위취 Saxifraga octopetala Nakai  
팔편바위취, 구슬범의귀, 구슬바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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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8~9월에	꽃줄기	끝에서	큰대(大)자	모양의	흰꽃이	

원추상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넓은	선형으로	

5장이고,	위쪽	3장은	짧고	아래쪽	2장은	길며,	꽃받침	

잎은	5개이고	짧은	녹색이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10개이며	꽃밥은	붉다.	꽃자루는	3~20mm이고	짧은	

샘털이	있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길이	4~6mm이고,	씨앗은	긴	방추형	

으로	길이	0.8mm정도이다.

잎	 ▶				뿌리잎은	둥근	심장형으로	길이	3~15cm,	너비	4~	

20cm로	굵은	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가	얕게	갈라	

지며	얕은	치아상의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3~	

30cm로	밑에	막질의	턱잎이	있다.	

줄기	 ▶			높이	5~35cm로	털이	있거나	없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가	있고	몇	개의	길고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바위	/	중국,	러시아,	일본.

125 바위떡풀 범의귀과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지이산바위떡풀, 지리산바위떡풀, 대문자꽃잎풀, 섬바위떡풀, 지이산떡풀 

1~2.	꽃			3.	잎			4.	전체	모습

5.	어린개체			6.	잎뒷면과	잎자루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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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꽃줄기	끝의	원추꽃차례에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흰색이고	긴타원형으로	5장이고,	꽃받침잎은	

연녹색이고	난형으로	꽃잎보다	짧다.	암술대는	2개이고	

수술은	10개이며	꽃밥은	붉다.	포는	잎	같고	매우	

작으며,	꽃자루는	가늘며	샘털이	있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10개의	

능선이	있다.

잎	 ▶				뿌리잎은	타원형	또는	둥근	타원형으로	길이	3~15cm,	

너비	2~9cm이고	양면에	털이	없다.	가장자리에	엉성한	

치아상의	톱니가	있고	잎자루가	길며,	줄기잎은	작고	

잎자루가	짧다.

줄기	 ▶			높이	30cm정도로	샘털이	있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가	있고	몇	개의	길고	가는	뿌리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그늘진	바위겉	/	중국,	러시아.

126 범의귀과참바위취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바위귀, 바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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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산형꽃차례에	1~8송이의	

지름	8mm의	노란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잎은	5장	

으로	도란형이며,	암술대는	5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10개이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표면에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는	15~25mm의	육각기둥	모양으로	위를	향하여	

서고	털이	많다.	씨앗은	렌즈	모양으로	양쪽에	주름	

살이	진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긴	잎자루	끝에	3개의	작은잎이	돌려	

난다.	작은잎은	도심장형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2.5cm로	가장자리와	뒷면에	털이	약간	있다.

줄기	 ▶				높이	10~25cm	정도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털이	

있으며	비스듬히	자란다.

뿌리	 ▶				원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며	옆으로	뻗어	여러개의	

줄기를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밭이나	길가의	빈터	/	중국,	대만,	일본	등지.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127 괭이밥 괭이밥과Oxalis corniculata L. Oxalidaceae
괭이밥풀, 선괭이밥, 외풀, 선시금초, 선괭이밥풀, 눈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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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산형꽃차례에	1~5송이의	

노란꽃이	위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5장으로	도란형이며,	

암술대는	5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10개로	그	중	5개는	

짧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표면에	털이	있다.	

열매	 ▶				삭과는	육각기둥	모양으로	위를	향하여	서고,	털이	많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긴	잎자루	끝에	3개의	작은	잎이	돌려	

난다.	작은	잎은	도심장형으로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있다.	턱잎은	없으며,	밤이나	흐린	날에는	잎을	오므	

렸다가	해가	나오면	펼친다.

줄기	 ▶			높이	25~40cm정도로	곧게	서고	가지가	많이	갈라	

지며	전체에	털이	있다.

뿌리	 ▶			뿌리는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밭이나	길가	빈	터	/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

비고	 ▶			괭이밥은 뿌리가 곧고 비후하며 줄기가 땅을 기고 

턱잎이 뚜렷하나, 선괭이밥은 뿌리가 가늘고 줄기는 

곧게 서며 턱잎이 뚜렷하지 않다.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3

2

41

128 괭이밥과 선괭이밥 Oxalis stricta  L.
왕시금초, 왕괭이밥, 왜선괭이밥, 곧은괭이밥풀, 작은선괭이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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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뿌리에서	나온	높이	5~8cm인	꽃줄기	끝에	

지름	1.5~3cm인	흰꽃이	위를	향하여	핀다.	꽃은	넓은		

종	모양이고,	꽃잎은	5장으로	길이	9~14mm의	긴	

타원상	도란형으로	흰	바탕에	연한	자주색	맥이	있다.	

꽃받침잎은	좁은	난형이며,	포는	꽃줄기의	중간	또는	

약간	위에	달리고	막질이다.	

열매	 ▶				삭과는	매우	짧고	작은	별모양으로,	5개의	능선은	

현저히	돌출하고	날개가	있으며	털이	없다.			

잎	 ▶				뿌리에서	3출엽인	3~5개의	잎이	나온다.	작은	잎은	

도심장형으로,	길이	4~20mm,	너비	7~30mm,	털이	

없고	수평으로	퍼진다.	잎자루는	길이	3~10cm로	

밑부분에	관절이	있고,	턱잎은	난형으로	잎자루	

밑부분에	붙어있다.

높이	 ▶			높이	5~12cm정도로	줄기가	없다.

뿌리	 ▶			가늘고	긴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어	번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	숲속	/	중국,	일본,	유럽,	북미	등지.
1.	꽃			2.	잎			3.	꽃받침과	꽃자루			4.	전체	모습

129 애기괭이밥 괭이밥과Oxalis acetosella L. 
큰선괭이밥, 산괭이밥, 애기괭이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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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높이	10~15cm인	꽃줄기	끝에	

지름	2~3cm인	붉은빛이	도는	흰꽃이	아래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5장이며,	긴	도란형으로	흰	바탕에	선명한	

자주색	맥이	있으며	암술은	1개,	수술은	10개이다.	

꽃받침잎은	긴	타원형으로	털이	있으며,	포는	꽃의	

바로	밑에	달린다.		

열매	 ▶			삭과,	길이	2~3cm,	원주상	난형,	털이	없다.

잎	 ▶				뿌리에서	나온	잎자루는	3~15cm로	곧게	서며,	끝에	

3개의	작은잎이	수평으로	돌려	난다.	작은잎은	도삼각형	

으로	끝부분이	가위로	자른	모양으로	길이	3cm,	너비	

4~6cm,	가장자리에	긴털이	있고	양면에	누운털이	

있다.	대개	꽃이	핀	이후에	잎이	나거나	펴진다.

높이	 ▶			높이	10~15cm정도로	줄기가	없다.

뿌리	 ▶			가는	뿌리줄기가	있고	잎은	뿌리에서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계곡	주변	/	중국,	일본.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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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괭이밥과큰괭이밥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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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모
꽃	 ▶				6월에	줄기나	가지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지름	1cm쯤인	연한	남자색의	꽃이	핀다.	

꽃잎은	도란형으로	길이	5~10mm이고	암술	1개,	수술	

5개가	있으며,	꽃받침잎은	막질의	타원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3맥이	있고	검은	선점이	있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3.5~4mm로	끝이	뾰족하다.

잎	 ▶				뿌리잎은	로제트형으로	모여나고,	줄기잎은	선형으로	

어긋나며	길이	1~3cm,	너비	2~3mm로	잎자루가	없고	

3맥이	있다.	잎의	앞·뒷면은	분백색을	띠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	원줄기에	

붙는다.

줄기	 ▶				높이	40~60cm로	가늘고	곧게	서며	털이	없고	윗부분	

에서	가지를	친다.

뿌리	 ▶			비스듬히	아래를	향한	원뿌리에서	잔뿌리가	난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31 개아마 아마과Linum stelleroides Planch.  
들아마

1.	꽃			2.	꽃받침		3.	열매			4.	잎			5.	전체	모습

 재배작물인 아마는

 꽃받침에 섬모가 없다.

아마 L. usitatissimum 노랑개아마 L. virgini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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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피며,	연한	홍색의	꽃이	원줄기	끝의	총상	

꽃차례에	달리며		꽃잎은	5개로	지름	2.5cm이며	

꽃잎에는	홍자색의	줄이	있다,	꽃자루는	길이	0.5~	

2cm로	털과	샘털이	있고,	수술은	10개이며	암술대와	

더불어	처지지만	끝이	위를	향한다.	씨방은	5실이다.

열매	 ▶				삭과는	5개로	갈라지며	털이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2~4쌍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홀수	

깃모양겹잎이며	잎축에	좁은	날개가	있다.	작은잎은	

타원형이고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투명한	유점이	있다.	표면에는	작은	선점이	있다.

줄기	 ▶				높이가	90cm에	달하고	곧추	자라며,	줄기의	윗부분에	

털이	퍼져	난다.

뿌리	 ▶			원뿌리는	길게	자라고	갈래가	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숲속		/	중국,	러시아.

132 백선 운향과Dictamnus dasycarpus Turcz. 
자래초, 검화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5.	어린개체의	성장	모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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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어린잎(고깔모양)			7.	성숙한	잎			8.	흰꽃

꽃	 ▶						4~5월에	홍자색	꽃이	꽃대	끝에	1송이씩	피고,	꽃자루는	

10~15cm로	털이	없다.	꽃잎은	5장으로	길이	1.5~2cm	

이고,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없거나	있다.	꽃받침잎은	

7~8mm의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다.	꿀주머니는	

3~4mm로	짧고	둥글다.	

열매	 ▶			삭과는	타원형,	털이	없고,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난상심장형으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길이	4~7cm,	너비	4~8cm로	양면에	

털이	있다.	꽃이	필	때	나오는	어린잎은	안쪽으로	말려	

고깔모양이다.	잎자루는	10~25cm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마디가	많으며	뿌리는	흰색이다.

높이	 ▶			10~2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133 제비꽃과고깔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오랑캐

부속체

꽃받침

앞

위

옆

밑

꿀주머니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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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다소	큰	

흰꽃이	피며	곁꽃잎의	안쪽에	잔털이	나	있다.	

꿀주머니는	둥글며,	꽃자루의	중간에	실같은	1쌍의	

포가	있다.	

열매	 ▶				타원형인	삭과는	길이	13mm로	자주색	무늬가	있으며,	

씨앗은	갈색으로	둥글며	지름	2~2.5mm이다.

잎	 ▶				잎은	뿌리에서	나오며,	길이	6.5~10cm,	너비	6~11cm의	

심장형으로	끝이	점점	뾰족해지며,	전체에	털이	있고,	

특히	뒷면	맥위에	털이	많다.	잎이	처음	나올	때	양쪽의 

가장자리가 세로로 안쪽으로 말리며,	꽃이	진	후	잎이	

매우	커진다.	잎자루는	길이	8~21cm로	털이	있고	

윗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잎과 잎자루는 거의 

직각으로 꺾인다.

높이	 ▶				5~15cm	정도이다.

뿌리	 ▶				땅속줄기는	흰색으로	굵으며,	옆으로	꾸불꾸불	길게	

뻗어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숲속.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34 금강제비꽃 제비꽃과Viola diamantiaca Nakai 
금강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잎과	잎자루의	모양			6.	잎뒷면			7.	잎이	펼쳐지는	모습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7

앞

위

옆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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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곁꽃잎(금강제비꽃)			

5~8.	잎이	펼쳐지는	모습

꽃	 ▶						4~5월에	뿌리에서	올라온	꽃줄기	끝에서	지름	1.5~	

2cm인	흰꽃이	핀다.	꽃잎은	길이	8~13mm며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없고,	한	쌍의	포는	꽃자루	중간	아래쪽에	

있다.	꽃자루는	5~6cm이고,	꽃받침잎은	길이	6~8mm의	

난상	피침형,	꿀주머니는	길이	2~4mm로	짧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8~10mm로	암자색	반점이	있으며	

털은	없다.	씨앗은	지름	2.5mm로	둥글고	연한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길이	3~5cm의	긴	심장형으로	

끝은	뾰족하게	나오고	아래는	깊은	심장모양이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잎이	돋아날	때에는	양쪽	

가장자리	중간	이하가	안으로	말리며	털은	밀생하다	

점차	줄어든다.	잎자루는	길이	3~12cm이다.	초기의	

잎이 말리는 모습이 고깔제비꽃과 비슷하지만 잎과 

잎자루가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것이 다르다.

높이	 ▶		5~8cm	정도로	줄기는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마디가	많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나지만	부정아는	발달하지	않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	경북의	높은	산	/	일본.

135 제비꽃과애기금강제비꽃 Viola yazawana Makino 

부속체

꽃받침

애기금강제비꽃의 곁꽃잎

(털이 없다.)

금강제비꽃의 곁꽃잎

(털이 있다.)

꿀주머니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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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잎사이에서	난	긴	꽃자루	끝에	흰꽃이	1송이씩	

피고	향기가	난다.	꽃자루	가운데에	실	같은	1쌍의	포가	

마주난다.	꽃잎은	5장이고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있으며,	아래꽃잎의	안쪽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꿀주머니는			

긴	타원형으로	둥글다.	

열매	 ▶				삭과는	난상	타원형이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삼각상	난형으로	뿌리에서	모여나며,	끝이	뾰족해지고	

밑은	심장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안으로	조금	꼬부라진	

톱니가	있고,	길이	4.5~12cm,	너비	2.5~10.5cm로	

털이	없다.	잎자루에는	좁은	날개가	약간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뿌리에서	불규칙한	부정아가	

발달한다.

높이		 ▶				8~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36 태백제비꽃 제비꽃과Viola albida Palib. 
태백씨름꽃, 사향씨름꽃, 태백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4.	암술머리(주두)			

5.	어린잎	초기	모습			6.	잎

부속체

꽃받침

꽃밥(수술)

꿀주머니

앞

위

옆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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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씨앗			7.	잎		

꽃	 ▶						4~5월에	흰바탕에	자주색	맥이	있는	흰꽃이	피며	

향기가	있다.	꽃잎은	길이	1~1.5cm로	곁꽃잎의	안쪽	

에는	잔털이	나	있다.	꿀주머니는	길이	4mm의	짧은	

원통형이고,	꽃받침잎은	피침형이고,	실	같은	포는	

중앙	또는	그	위에	달린다.

열매	 ▶			타원형인	삭과는	6mm	정도이며	털이	없다.	씨앗은	

둥글고	갈색이다.

잎	 ▶				잎은	뿌리에서	나와	3갈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또다시	

측열편이	2개로	갈라지면서	마치	5갈래인	것처럼	

보이며,	각	열편은	다시	2~3갈래나	깃꼴로	깊게	갈라	

진다.	털이	거의	없으며,	가장자리와	맥	위에	잔털이	

있거나	없다.	턱잎은	넓은	선형으로	밑부분이	잎자루에	

붙는다.

높이	 ▶		5~15cm	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뿌리에서	불규칙적으로	

부정아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137 제비꽃과남산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오랑캐

앞

위

옆

밑

7



      263 

2

4

6

1

3

5

꽃	 ▶						4월에	뿌리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흰꽃이	피며	향기가	

있다.	꽃잎은	도란형이며,	길이	1cm	정도로	곁꽃잎의	

안쪽에는	잔털이	나	있다.	꿀주머니는	길이	6mm의	

짧은	기둥모양이며,	꽃받침잎은	길이	7mm의	피침형	

으로	털이	없다.	포는	1cm로	실	같으며	중앙	아래에			

한	쌍이	달린다.	

열매	 ▶				삭과는	타원형으로	길이	10~16mm	이다.

잎	 ▶				잎은	뿌리에서	나오며,	길이	16.5cm,	너비	4.5cm의	

난형	또는	긴	난형으로	손바닥	모양으로	깊게	갈라	

지며,	가운데	열편은	다시	크게	3갈래로	되며	전체에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남산제비꽃과	태백제비꽃의	

잡종으로	보고	있으며,	잎의	갈라짐과	결각의	변이가	

심하며	남산제비꽃처럼 잎이 완전히 갈라지지는 않는다.

높이	 ▶				5~15cm	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뿌리에서	불규칙한	부정아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138 단풍제비꽃 제비꽃과Viola albida f. takahashii  (Makino) W.T.Lee 
단풍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잎뒷면			6~7.	잎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7

앞

위

옆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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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곁꽃잎				3.	흰뫼제비꽃(V. selkirkii f. albiflora)			
4.	잎			5.	잎뒷면	

꽃	 ▶						4~5월에	뿌리에서	올라	온	꽃줄기	끝에서	지름	1.5~	

2cm인	자주색	꽃이	핀다.	꽃잎은	길이	1.2~1.5cm이며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없고,	한	쌍의	포는	꽃자루	

중간에	붙는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길이	5~7mm	

이다.	꿀주머니는	길이	6~8mm의	원통형이다.	

열매	 ▶			삼각상	난형의	삭과는	6~10mm로	진한	녹색에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털이	없다.	씨앗은	지름	2mm	쯤으로	

둥글고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난상심장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깊은	심장모양이며,	길이와	폭이	각각	2~3cm	

이지만	나중에는	5cm까지	자란다.	가장자리에	

물결모양	톱니가	있으며,	털이	있거나	없고	잎자루는	

3~10cm이다.

높이	 ▶		6cm	정도로	줄기는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가늘며,	꽃이	진	후	뿌리에서	기는	

줄기가	발달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숲속	/	중국,	일본,	유럽,	

139 제비꽃과뫼제비꽃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뫼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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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뿌리에서	올라	온	꽃줄기	끝에서	지름	1.5~	

2cm인	연한	홍자색	꽃이	핀다.	꽃잎은	길이	8~12mm	

이며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있고,	한	쌍의	포는	꽃자루	

중간에	붙는다.	꽃자루는	5~8cm로	잎보다	길며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성글게	털이	있거나	없다.	

꿀주머니는	길이	6~7mm의	원통형이다.	

열매	 ▶				삭과는	긴	타원형으로	털이	없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삼각상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귀처럼	생겼으며,	길이	3~6cm,	너비	2~	

4.5cm이고,	가장자리에	물결모양	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녹색이나	때로는	흰색	무늬가	있고	뒷면은		

대개	자줏빛이	돈다.	일찍	나온	잎에는	털이	없으나	

나중에	나온	잎에	흰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3~10cm로	

털이	있다.

높이	 ▶				6~10cm	정도로	줄기는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백색으로	뿌리에서	부정아가	발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숲속	/	일본,	중국.

140 민둥뫼제비꽃 제비꽃과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성긴털제비꽃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뒷면과	잎자루			7.	잎			8.	흰꽃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잎은 잎표면에 흰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한 개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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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3

5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잎			6.	잎뒷면

꽃	 ▶						4~5월에	꽃대	끝에	1송이씩	홍자색으로	피며,	꽃자루는	

5~8cm로	포는	다소	중앙의	아래쪽에	달린다.	꽃잎은	

8~12mm,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없다.	꽃받침잎은	

3~4mm의	피침형,	끝이	뾰족하다.	꿀주머니는	5~	

6mm의	원통형으로	위로	조금	굽어진다.		

열매	 ▶			삭과는	6~7mm의	난상타원형,	털이	없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삼각상난형	또는	좁은	난형으로	길이	2~6cm,	너비	

1~3cm,	표면은 광택이 있고 뒷면은 자주색을 띄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털이	없거나	잎	표면	

에만	잔털이	있기도	하다.	잎자루는	3~10cm이다.		

높이	 ▶		5~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북	산지	/	일본.

141 제비꽃과자주잎제비꽃 Viola violacea Makino 
자주잎오랑캐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앞

위

옆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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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1

3

5

꽃	 ▶						5월,	뿌리에서	나온	꽃대	끝에	홍자색꽃이	1송이씩	

피고,	꽃자루는	1~10cm로	잔털이	있다.	꽃잎은	5장	

이고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3~	

7mm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꿀주머니는	둥글다.

열매	 ▶				삭과는	난상타원형으로	잔털이	있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난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은	

심장모양으로,	잎맥을	따라	흰무늬가	있고	뒷면은	대개	

자주색이나	드물게	녹색인	것도	있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2.5~5cm로	

양면에	털이	약간	있다.	잎자루는	2~5cm이나	긴	것은	

15cm가	넘기도	한다.	

높이	 ▶				5~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142 알록제비꽃 제비꽃과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var. variegata 
청자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잎			6.	잎뒷면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앞

위

옆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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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7~8.	잎뒷면			

꽃	 ▶						5~6월에	뿌리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밝은	홍자색으로	

피며,	꽂자루는	잎자루보다	짧은	좌우대칭의	1개의	

꽃이	달린다.	꽃잎은	5개로	도란상원형이며,	곁꽃잎	

안쪽에	털이	있다.	꿀주머니는	좁고	길며,	꽃받침은	

5개이고	피침형이며,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열매	 ▶			삭과는	난상타원형이며	3개로	벌어진다.

잎	 ▶				둥근	난형이거나	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심장저	

둔두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뒷면은	

자주색을	띄며	양면에	단모가	있으며,	턱잎은	선형이며	

잎자루	밑부분에	착생한다.	알록제비꽃에	비하여	잎	

표면에	무늬가	거의	없고	잎	뒤에	자색이	뚜렷하나	

점차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잎자루는	길다.		

높이	 ▶		6cm	정도.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북.

143 제비꽃과자주알록제비꽃 Viola variegata var. chinensis Bunge
자지오랑캐, 좀알록제비꽃, 자주오랑캐

잎뒷면은 자주색이 끝까지 남는 경우도 있고, 점차 사라져
녹색으로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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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3~5월에	보라색	꽃이	잎사이에서	나온	5~20cm의	

가늘고	긴	꽃대	끝에	한	송이씩	핀다.	꽃잎은	5개로	

길이	12~17mm의	장타원형이다.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거나	없으며,	아래꽃잎의	안쪽에	자색	줄무늬가	있고,	

꿀주머니는	5~7mm의	짧은	원주형,	부속체는	가장	

자리가	밋밋하며,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길이가	

5~8mm이다.	꽃줄기에	털이	없다.

열매	 ▶				삭과는	넓은	타원형으로	3갈래로	벌어진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긴	잎자루가	있는	잎이	모여난다.	길이	3~	

8cm,	너비	1~2.5cm의	피침형으로	잎끝은	둔하고	

밑부분은	심장저에	가깝고,	가장자리에	얕고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이	핀	후에	자라는	잎은	난상	삼각형	

이며,	잎자루는	3~15cm로	윗부분에 날개가 발달한다.

뿌리	 ▶				굵고	길게	자라며	갈색이	있다.

높이	 ▶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44 제비꽃 제비꽃과Viola mandshurica W.Becker 
오랑캐꽃, 장수꽃, 씨름꽃, 가락지, 외나물, 앉은뱅이꽃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닫힌꽃(폐쇄화)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씨앗			7.	잎			8.	뿌리

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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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씨앗			7.	잎			8.	잎뒷면

꽃	 ▶						4~5월에	홍자색~보라색	꽃이	잎사이에서	나온	꽃대	

끝에	한	송이씩	핀다.	꽃자루는	5.5~8.5cm로	털이	

있고,	꽃잎은	5장으로	짙은	보라색	맥이	있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털이	약간	있거나	없고	가장	

자리가	흰색	막질이다.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약간 

있고,	꿀주머니는	6~7mm로	옆으로	편평하다.	

열매	 ▶			삭과는	난상타원형으로	털이 없고	익으면	3갈래로	

벌어진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고	처음에는	안으로	말린다.	긴	타원형	

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3~8cm로	

좁은	날개가	있다.	턱잎은	잎자루와	합쳐지고	선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뿌리	 ▶		땅속줄기는	굵고	갈색으로	여러	갈래가	진다.

높이	 ▶		10~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인가	주변의	양지바른	풀밭.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45 제비꽃과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오랑캐

서울제비꽃은

호제비꽃과 아주 닮았지만

곁꽃잎에 털이 있고 잎자루가

잎보다 길며 잎뒷면은 대개 

처음부터 거의 녹색이다.

털제비꽃과 닮았지만 열매와 

꿀주머니에 털이 없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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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월에	보라색~연보라색	꽃이	핀다.	꽃자루는	6~	

12cm로	보통	털이	없다.	꽃잎은	5장으로	길이	1~1.5cm,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거나	없다.	꽃받침잎은	5~7mm의	

넓은	피침형이다.	꿀주머니는	6~8mm의	원통형이다.	

열매	 ▶				삭과는	타원형.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모여나며	난형	또는	삼각상	난형으로	길이	2~5cm,	

너비	1.5~3cm로	끝이	둔하고,	밑은	얕은	심장	모양	

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있거나	없다.	여름철에는	잎은	길이	8cm,	잎자루는	

2~8cm에	달하며,	잎자루	윗부분에	날개가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다.

높이	 ▶				10~15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의	산과	들의	양지	/	일본.

146 왜제비꽃 제비꽃과Viola japonica Langsd. ex DC
왜오랑캐, 주걱오랑캐, 좀제비꽃, 얼룩제비꽃, 작은제비꽃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7~8.	잎뒷면

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 잎뒷면의 자색은 점차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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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7.	잎뒷면

꽃	 ▶						4~5월	붉은	보라색	꽃이	잎사이에서	여러	줄기의	

꽃대가	나와	끝에	한	송이씩	핀다.	꽃자루는	5~10cm로	

잔털이	있고,	꽃잎은	5장으로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으며,	아래꽃잎	안쪽에	흰바탕에	짙은	보라색	맥이	

있다.	꽃받침잎은	6~7mm의	넓은	피침형으로	털이 

있고,	꿀주머니는	6~8mm의	타원형으로 잔털이 있다.	

열매	 ▶			삭과는	타원형으로	잔털로	덮여	있다.

잎	 ▶				난형	또는	좁은	난형이며	밑은	얕은	심장모양으로	꽃이		

필	때는	길이	1~3cm,	너비	0.8~2.5cm이고	잎자루가	

3~10cm이지만,	결실기에는	길이	8cm,	잎자루는	

20cm에	달하며,	잎자루의	윗부분에	좁은	날개가	있다.			

잎 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많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뿌리가	많이	발생한다.

높이	 ▶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의	양지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민둥제비꽃	V. phalacrocarpa f. glaber-ima	:	
털제비꽃에	비해	전체에	털이	없는	것.

147 제비꽃과털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씨름꽃, 털오랑캐

7

앞

위

옆

밑



      273 

꽃	 ▶						3~4월에	뿌리에서	올라온	꽃대	끝에	보라색꽃이	핀다.	

꽃잎은	10~14mm로	곁꽃잎	안쪽에	털이	없고,	꽃받침	

잎은	5~7mm의	피침형이다.	꽃자루는	잎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짧다.	꿀주머니는	5~7mm로	둥글다.		

열매	 ▶				삭과는	자주색의	난상타원형으로	털이	없다.	씨앗은	

노란색으로	난원형이다.

잎	 ▶				삼각상	넓은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은	심장	

모양	또는	자른	듯한	모습이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다.	길이는	3~6cm,	너비가	1~2cm이지만,	

결실기에는	길이가	8cm,	너비가	3cm로	커진다.	

잎자루는	2~5cm로	대개	잎보다	짧지만	때로는	길며	

날개가	없거나	윗부분에	있다.	곁꽃잎,	열매,	꿀주머니를	

제외한	전체에	짧은	털이	많지만	거의	없는	개체도	

간혹	출현된다.	

뿌리	 ▶				육질의	긴	덩이뿌리이다.

높이	 ▶				5~18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양지바른	들이나	길가	/	중국,	일본.

148 호제비꽃 제비꽃과Viola yedoensis Makino 
들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7.	잎

2

4

6

1

3

5

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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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7.	잎			8.	흰제비꽃 잎

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8~10cm의	꽃줄기	끝에서	

지름	1.5~2cm인	흰꽃이	핀다.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있으며,	한	쌍의	포는	선형으로	꽃자루	중간	아래쪽에	

붙는다.	꽃받침잎은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7~10mm로	털이	없다.	꿀주머니는	길이	6~8mm의	

원통형이다.		

열매	 ▶			긴타원형의	삭과로	길이	12~14mm이며	털이	없다.	

씨앗은	갈색	또는	진한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고	삼각상 긴타원형으로	밑부분은	

심장모양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잎과	

잎자루에	털이	없다.	턱잎은	선상	피침형이고	길이	

1.2~2.5cm로	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거의	없으며	

잎자루는	3~20cm로	날개가 없거나 윗부분에 약간 있다.	

높이	 ▶		10~18cm	정도로	줄기는 없다.

뿌리	 ▶		굵고	길며	흰색	도는	연한	갈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일본.

149 제비꽃과흰젖제비꽃 Viola lactiflora Nakai 

잎자루에 뚜렷한 날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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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7~15cm의	꽃줄기	끝에서	

흰색으로	핀다.	꽃은	지름	2~2.5cm로	곁꽃잎의	안쪽	

에는	털이	있으며,	한	쌍의	포는	꽃자루	중간	아래쪽에	

있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길이	5~9mm이며,	

꿀주머니는	길이	2~3mm의	짧은	원통형이다.	

열매	 ▶				삭과는	넓은	타원형으로		8mm,	털이	없다.	씨앗은	

1.5mm쯤의		진한	갈색이다.

잎	 ▶				여러	개가	모여	나고	꽃이	핀	후에도	자란다.	좁은	

삼각상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2.5~8cm,	너비	1~2cm로	

아래는	편평하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털이	

없거나	드물다.	턱잎은	선상	피침형이며	길이	1.2~	

2.5cm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4~12cm로	잎몸보다	

길고	좁은	날개가	있다.	

높이	 ▶			7~15cm	정도로	줄기는	없다.

뿌리	 ▶			굵고	길며	황갈색	도는	진한	갈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높은	산의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50 흰제비꽃 제비꽃과Viola patrinii Ging
흰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암술머리(주두)			4.	잎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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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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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꽃자루			6.	잎자루			7.	잎			8.	잎뒷면

꽃	 ▶						4월에	홍자색	꽃이	핀다.	꽃자루는	7~12cm로	중간에	

2개의	포가	있고	흰색의 긴 퍼진털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길이	1.5~12cm로,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7~8mm의	피침형이다.	꿀주머니는	7~8mm	

로서	원통형이며	털이	없다	.

열매	 ▶			삭과는	도란상	타원형,	세모지며	털이	없다.	씨앗은	

갈색이다.

잎	 ▶				난형	또는	삼각상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밑은	얕은	

심장형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길이	3~6cm,	너비	2~4cm로	표면과	뒷면	맥	위에	

털이	있거나	없다.	잎자루는	5~15cm로	윗부분에	

날개가	있고, 흰색의 긴 퍼진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으며	흰색이다.

높이	 ▶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151 제비꽃과흰털제비꽃 Viola hirtipes  S.Moore 
흰털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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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털낚시제비꽃 V. grypoceras var. pubescens 
  곁꽃잎 안쪽과 꿀주머니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털이 아주 많다.

애기낚시제비꽃 V. grypoceras  var. exilis 
  잎은 삼각상 심장형, 높이가 10cm를 넘지 않으며 꽃은 연한     
  자색이고 줄기의 마디가 짧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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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꽃	 ▶				4~5월에	꽃줄기	끝에	연보라색	꽃이	한	송이씩	피며	

향기가	없으며,	꽃잎은	12~15mm로	곁꽃잎 안쪽에 

털이 없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5~7mm,	꿀주머니는	

6~8mm이다.	꽃자루는	6~10cm로	뿌리에서	돋거나	

원줄기의	잎겨드랑이에서	나며,	위쪽에	포가	있다.	

열매	 ▶				삭과는	삼각상	난형,	씨앗은	갈색이다.

잎	 ▶				심장형으로	길이	1.5~2.5cm,	너비	2~3cm로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3~7cm로	털이	없다,	뿌리에서 나온 잎이나 줄기에서 

나온 잎의 모양이 같다.

줄기	 ▶				원줄기는	여러	개가	비스듬히	서거나	눕고,	꽃이	필	

때는	짧으나	꽃이	진	후	30cm까지	자란다.

뿌리	 ▶			원뿌리는	비스듬히	옆으로	뻗는다.

높이	 ▶			5~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의	산과	들	/	한국,	일본.

152 낚시제비꽃 제비꽃과Viola grypoceras A.Gray 
낚시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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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 털긴잎제비꽃  

     V. ovato-oblonga f. pubescens 
    원줄기, 꽃자루, 잎자루, 잎에 돌기같은 털이 

    있는 것, 군생하는 지역에서는 긴잎제비꽃과

    함께 자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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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뿌리잎			6.	줄기잎

꽃	 ▶						4~5월에	연한	자주색~홍자색꽃이	핀다.	꽃잎은	길이	

1.2~1.5cm로	곁꽃잎의	안쪽에는	털이	없으나	간혹	

털이	있기도	하다.	꿀주머니는	길이	7~8mm의	원통	

모양이다.	

열매	 ▶			긴타원형의	삭과는	대개	꽃자루가	짧은	닫힌	꽃(폐쇄화)	

에서	달리며,	씨앗은	타원형으로	2mm쯤이며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심장형 또는 난상 심장형으로	길이	2~5cm,	

너비	2~4cm이며	끝은	뾰족하고	아래는	심장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잎보다	1.5~	

4배가	길다.	잎맥과	잎	뒷면에	자주색이	나타나며,	

턱잎은	좁은	피침형으로	빗살처럼	잘게	갈라진다.	

줄기잎은 삼각상 긴 난형으로	길이	3~7cm,	너비	

1~2.5cm로	뿌리잎보다	매우	좁고	길다.	●	비슷한	

낚시제비꽃 V. grypoceras은	뿌리잎과	줄기잎의	

모양이 같다.

높이	 ▶		10~30cm	정도,	곧추	서거나	비스듬히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마디	사이가	가깝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와	남부지방	산지의	숲속	/	한국,	일본.

153 제비꽃과긴잎제비꽃 Viola ovato-oblonga  (Miq.) Makino 
제주오랑캐

털긴잎제비꽃 꽃자루 긴잎제비꽃 꽃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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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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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부속체

꽃받침

꽃	 ▶				꽃자루는	뿌리에서	나오며	4월에	연한	자주색꽃이	

피고,	꽃받침잎은	좁은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길이	6~8mm이고	부속체는	편원형으로서	밋밋하다.	

꽃잎은	길이	13~15mm이며	측판에	털이	있고	꿀주머니는			

긴	타원형이며	길이	2.5~3.5mm정도이다.

열매	 ▶				삭과로	윗부분의	닫힌꽃(폐쇄화)에서	생기고	길이	

8~10mm이다.		

잎	 ▶				잎은	편심형	또는	원심형이며	길이	2~4.5cm,	폭	

2.5~6cm로	둔한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7~15cm로	

엽맥에	털이	있다.

줄기	 ▶				원줄기는	꽃이	진	다음	높이가	15~30cm에	달하며,	

끝에	잎자루가	거의	없는	1쌍의	마주나는	잎이	달리고	

중앙부에	잎자루가	긴	1개의	잎이	달리며	보통	털이	없다.

뿌리	 ▶			근경이	짧다.

높이	 ▶			약	15~3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영월군,	충북	단양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54 넓은잎제비꽃 제비꽃과Viola mirabilis L.
넓은잎오랑캐, 참넓은잎제비꽃, 넓은제비꽃

1.	꽃(주두)			2.	열매			3.	닫힌꽃(폐쇄화)			4.	꿀주머니(거)

5.	꽃받침과	부속체						6.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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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곁꽃잎 안쪽에만 털이 있고 

전체적으로 털이

거의 없는 것을 

민졸방제비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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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턱잎			6.	잎뒷면			7.	다양한	잎의	모양들

꽃	 ▶						5~6월에	원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5~10cm의	

꽃자루가	나와	흰색~연자주색꽃이	옆을	향해	핀다.	

꽃잎은	8~10mm로	곁꽃잎	안쪽에	털이	있고,	꽃받침	

잎은	피침형으로	7~10mm,	꿀주머니는	3~4mm이다.	

암술	머리는	짧은	부리가	있고	뒤쪽에	돌기	모양의	

털이	있다.	꽃자루에는	잔털이	있고	윗부분에	포가	

달린다.

열매	 ▶			삭과는	삼각상	난형,	털이	없고	씨앗은	갈색이다.

잎	 ▶				어긋나며	삼각상	심장형으로	길이	2.5~4cm,	너비	3~	

5mm로	끝이	점차	뾰족해지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잎양면과	잎자루에	털이	있고,	턱잎은	긴	타원형	

으로	빗살같은	톱니가	있다.

줄기		 ▶			원줄기는	여러	개가	나와	곧게	서며,	전체에	털이	약간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갈색이다.

높이	 ▶		20~4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러시아.

155 제비꽃과졸방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나물

▶ 민졸방제비꽃  V. acuminata  f. glaber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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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꽃	 ▶				5월에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3~6cm의	

꽃자루에서	흰색으로	핀다.	꽃잎은	길이	12~13mm	

정도로	곁꽃잎	안쪽에 털이 있으며,	한	쌍의	포는	

꽃자루	위쪽에	있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길이	

5~6mm,	꿀주머니는	길이	3mm의	타원형이다.	

열매	 ▶				난상	타원형의	삭과는	끝이 뾰족하며 털이 없다.	

씨앗은	3mm쯤의	노란색이다.

잎	 ▶				어긋나며,	좁은	난상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으며,	가장	

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끝이 안으로 굽으며	뒷면에	

잔털이	있다.	턱잎은	피침형이며	깃꼴모양으로	깊게	

갈라진다.	윗부분의	잎은	짧은	잎자루가	있고,	밑의	

잎은	비늘	모양으로	퇴화된	모습이다.

줄기	 ▶				40~60cm	정도로	곧게	서며	털이	있다.

뿌리	 ▶			굵고	짧은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북	산지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156 왕제비꽃 제비꽃과Viola websteri Hemsl.
왕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7.	어린	개체			8.	잎뒷면			9.	톱니

7

털은 맥을 따라 드물게 나타나고, 톱니는 끝이 안으로 굽는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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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뒷면			7.	다양한	잎모양			8.	턱잎

꽃	 ▶						4~5월에	원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자루에	작은	흰꽃이	1송이씩	달린다.	꽃잎은	길이	

8~10mm,	너비	6~8mm로	곁꽃잎	안쪽에	털이	있고	

아래꽃잎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으며,	꿀주머니는	길이	

2~3mm이다.	꽃받침잎은	길이	4~5mm의	넓은	피침형	

으로	끝이	뾰족하다.

열매	 ▶			삭과는	7~8mm의	삼각상	타원형이다.	씨앗은	둥글고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길이	1.5~2.5cm,	너비	2~3.5cm의	신장형	

이며,	잎자루가	잎보다	2~4배	길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어긋나고	위로	갈수록	잎자루가	

짧다.	턱잎은	길이	7~20mm의	피침형이다.

뿌리	 ▶		가늘고	길며	흰색이다

줄기		 ▶			5~20cm로	곧게	서며	가지를	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야의	습한	곳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반달콩제비꽃	V. verecunda var. semilu-naris	잎이	
초승달	모양으로	가늘게	생긴	것.

157 제비꽃과콩제비꽃 Viola verecunda A.Gray 
콩오랑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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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줄기에 퍼진털이 밀생하

는 것을 털노랑제비꽃

이라고 하나, 국내에서 

발견되는 것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털노랑제비꽃 V. brevistipulata var. min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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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포엽
꽃	 ▶				4~6월에	노란색	꽃	1~3송이가	피며,	길이	2~4cm인	

꽃자루의	중간에	포가	마주	달린다.	꽃잎은	5장으로	

길이	12~15mm이고,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으며,	

곁꽃잎과	아래꽃잎의	안쪽에	흑자색	무늬가	있다.	

꿀주머니는	짧고	둥글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길이가	6~8mm이다.	암술머리에	흰털이	많다.

열매	 ▶				삭과는	삼각상	난형으로	잔털이	있다.	씨앗은	흰색	긴	

난형으로	길이	3mm	정도이다.

잎	 ▶				심장형으로	길이와	너비가	2.5~4cm로서	가장자리에	

물결모양	톱니가	있다.	뿌리잎의	잎자루는	잎보다	

3~5배	길고	적갈색이	돈다.	턱잎은	넓은	난형으로	

길이	2~3mm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줄기	 ▶				곧게	서고	위에서	가지를	치며	잔털이	있다.

뿌리	 ▶			땅속줄기는	곧게	밑으로	뻗고	곁뿌리가	많다.

높이	 ▶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해발	150m~한라산,	설악산	

정상부)	/	중국,	러시아.

158 노랑제비꽃 제비꽃과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노랑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잎			7~8.	잎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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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1

3

4

1.	꽃			2.	암술머리와	자방			3.	곁꽃잎				4.	잎			5.	전체	모습						

꽃	 ▶						6~7월,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올라	온	꽃자루	

끝에서	지름	1cm쯤인	노란꽃이	핀다.	꽃잎은	길이	

7~10mm이며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없고	약간	위를	

향해	벌어진다.	꽃자루는	5~6cm로	원줄기	끝에	달리며,	

꽃받침잎은	길이	3~5mm로	끝이	둔하다.	꿀주머니는	

반원형으로	길이	1.5~2mm이다.	암술머리는 Y자 모양 

으로 갈라지며 털이 없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4~7mm로	털이	없다.	씨앗은	지름	1.5~	

2mm로	둥글고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길이	1~2.5cm,	너비	1.5~3.5cm의	콩팥처럼	

생긴	심장모양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줄기잎은	3~4개이다.	표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지만	

뒷면에는	거의	없다.	잎자루는	2~10cm로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5~20cm로	줄기는	가늘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옆으로	뻗으며	마디가	밀집하고,	뿌리는	

많고	가늘며	흰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설악산	이북의	높은	산	/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59 제비꽃과장백제비꽃 Viola biflora  L. 
장백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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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꽃	 ▶				4~5월	이른	봄에	엷은	보라색	꽃이	뿌리에서	여러	

줄기의	꽃대가	나와	끝에	한	송이씩	핀다.	꽃자루는	

4~6cm로	퍼진털이	있고,	꽃잎은	5장,	곁꽃잎의	안쪽에		

털이	있으며	아래꽃잎	안쪽에	짙은	보라색	맥이	있다.	

꽃받침잎은	5~6mm의	긴	타원형으로	털이	있고	

꿀주머니는	3~4mm로	둥글다.	

열매	 ▶				삭과는	6~8mm의	타원형,	잔털이	많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고	난상심장형,	심장형이다.	끝은	

둔하고	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이	필	때는	

길이	2~3.5cm,	너비	2~3cm이고	잎자루가	3~10cm	

이지만,	결실기에는	잎은	길이	6cm,	잎자루는	20cm에	

달하며	잎자루의	윗부분에	날개가	약간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2~7cm로	굵고	옆으로	자라며,	마디가	

많고	기는 줄기가 없다.	

높이	 ▶			10~20cm.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

비고	 ▶				아욱제비꽃 V. hondoensis은	기는 줄기가 있으며	

매우	드물다.	

160 둥근털제비꽃 제비꽃과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오랑캐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열매			6.	어린잎			7.	성숙한	잎			8.	잎뒷면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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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체

꽃받침 꿀주머니

1.	꽃			2.	꽃받침과	부속체			3.	곁꽃잎				4.	암술머리(주두)			

5.	잎			6.	잎뒷면과	잎자루		

꽃	 ▶						4월에	잎	사이에서	길이	5~10cm의	꽃자루가	나와		

그	끝에	지름	2cm가량의	흰꽃이	달리고,	꽃자루에는	

드물게	털이	있으며	아래쪽에	비교적	많다.	꽃받침은	

5장이며	좁고	긴	타원형이며	끝이	둔하고	길이	6~8mm	

로서	털이	있거나	없으며,	부속체는	네모가	지고	톱니가	

약간	있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거나	없다.	꽃잎은	길이	

10~14mm로	곁꽃잎의	것은	털이	약간	있거나	없으며	

아래꽃잎의	것은	자주색	줄이	있고	꿀주머니는	길이	

6~7mm이다.		

열매	 ▶			난상타원형이며	길이	7~8mm로	털이	없다.

잎	 ▶				잎은	뭉쳐나며	난상	원형이고	끝이	둥글거나	둔하며	

밑부분은	심장저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	

잔털이	있거나	없고	뒷면에는	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짧은털이	많다.	턱잎은	잎자루	밑에	붙는다.

높이	 ▶		5~10cm	정도.

뿌리		 ▶			뿌리줄기는	두텁고	짧으며	곧추	선다.	뿌리는	옆으로	

뻗으며	흰색	또는	담황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161 제비꽃과잔털제비꽃 Viola keiskei Miq. 
잔털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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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3~10cm의	총상	꽃차례에	

황갈색	꽃이	아래를	향해	핀다.	꽃잎은	긴타원형이고,	

꽃받침통은	둥글며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암술머리는	

4개로	분홍빛	털이	밀생하며,	수술은	8개로	자갈색	

꽃밥이	달린다.	

열매	 ▶				핵과는	둥글고	광택이	나며	8개의	맥이	있다.		

잎	 ▶				마주나게	달리지만	위쪽에서는	어긋나기도	한다.	길이	

7~15mm,	너비	5~10mm의	넓은	난형	또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둥글다.	잎자루는	0.5~1mm로	

매우	짧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10~30cm정도로	밑부분이	기면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네모진다.

뿌리	 ▶				기는	줄기가	계속	옆으로	뻗으면서	뿌리를	내어	군락	

으로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야의	습기가	있는	양지	/		중국,	일본	등지.

1~2.	양성화	(1.	암술			2.	수술)			3.	잎			4.	전체모습

※ 웅예선숙 : 한 꽃의 수술이 암술보다 먼저 성숙하는 현상

3

2

41

162 개미탑과개미탑 Halo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개미탑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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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뿌리

꽃	 ▶	 	5~6월에	줄기잎	사이에서	나온	1개의	긴	꽃	줄기의	

끝에서	많은	녹색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별모양의	

꽃은	3mm	내외며	꽃잎과	꽃받침은	각	5갈래의	삼각상	

피침형,	암술대는	2개,	수술은	5개이며	자방은	하위이다.		

열매	 ▶				납작한	타원형,	산형꽃차례로	달리고	붉게	익는다.		

잎	 ▶				원줄기	끝에	3~5개의	잎이	돌려나며	잎자루	끝에	

5장의	겹잎이	손바닥모양으로	달린다.	작은	잎은	긴	

난형,	도란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좁아진다.	

표면의	맥위에	잔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60cm에	달하며,	곧게	서고		뿌리줄기의	끝에서	

1개의	원줄기가	나온다.	

뿌리	 ▶							다육질의	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163 인삼 두릅나무과Panax ginseng  C.A.Mey.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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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차례			3.	잎			4.	전체모습

꽃	 ▶				6월에	뿌리에서	나온	여러	대의	꽃줄기	끝에서	7~	

17송이의	흰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통형	

으로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꽃은	가운데에	노란색이	

돌고	5개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은	도란형으로	길이	

2~2.5mm이다.	포는	4~5개이고	피침형으로	길이	

2~3mm	또는	난형의	길이	5~6mm이며,	꽃자루의	

길이는	3~16mm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꽃받침보다	다소	짧고	끝이	5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에서	나는	둥근	신장형으로	7~11개로	얕게	갈라	

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색이	연하거나	흰빛이	돌며,		잎자루의	길이는	3~6cm이다.

높이	 ▶			높이	7~12cm로	곧게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가느다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설악산,	금강산의	바위지대	/	일본.

164 앵초과금강봄맞이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금강봄마지, 금강봄맞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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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서	나오는	꼬리처럼	옆으로	굽은	

총상꽃차례에	지름	7~12mm쯤인	흰	꽃이	밀집되어	

핀다.	꽃잎은	5장으로	좁고	긴	타원형이고	꽃받침잎	

보다	3~4배	길며,	꽃받침잎은	좁은	난상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다.	씨방	1개,	수술	5개로	꽃차례에	털이	있고	

암술머리는	수술보다	짧다.	꽃자루는	길이	4~7mm	

이고	포는	선형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2.5mm로	적갈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긴	타원형으로	길이	6~10cm,	너비	

8~15mm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양끝이	점차	좁아져,	

밑부분이	잎자루처럼	되지만	잎자루는	없고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게	서며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는	뿌리줄기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약간	습한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65 까치수염 앵초과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영, 꽃꼬리풀

1.	꽃차례			2.	꽃차례축과	포엽		3.	줄기			4.	잎

5.	전체모습

큰까치수염은 까치수염에 비해

식물체 전체에 털이 거의 없으나 드물게 짧은 털이 있는 것도 

있지만, 까치수염에 비해 털이 짧다. 

잎의 밑부분과 줄기가 닿는 부분이 붉은 것도 까치수염과의 다른 

특징이다. 큰까치수염은 전국의 산지에 흔히 자생하지만 

까치수염은 드물게 분포한다.

큰까치수염 L. clethroides 

줄기 꽃차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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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줄기			3.	잎		4.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서	나오는	꼬리처럼	옆으로	굽은	

총상꽃차례에	지름	8~12mm인	흰꽃이	밀집되어	핀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5장으로	좁고	긴	타원형이고,	암술	

1개,	수술	5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6~10mm로	잔털이	

있으며,	포는	선형이다.	꽃이	필	때	꽃차례는	길이	10~	

20cm이지만,	열매가	달릴	때는	자라서	40cm에	이른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2.5mm	정도이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타원상	피침형으로	길이	6~14cm,	

너비	2~5cm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	원줄기에	달리거나	1~2cm의	

잎자루가	되고,	줄기와	만나는	곳이	대개	붉은색을	띤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게	서며	붉은빛을	띠고	밑부분에	

털이	없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는	뿌리줄기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지의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66 앵초과큰까치수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민까치수염, 큰까치수염, 큰꽃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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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자라난	꽃줄기	끝에서	7~20송이의	

홍자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은	지름	2~3cm	

이고	통부는	길이	10~13mm로	끝이	5개로	갈라져	

수평으로	퍼지고,	꽃받침은	통형이고	길이	8~12mm로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피침형이다.	총포편은	피침형	

이고,	꽃자루는	길이	2~3cm로	돌기같은	털이	흩어져	난다.

열매	 ▶				원추상	편구형인	삭과는	지름	5mm정도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4~	

10cm,	너비	3~6cm로	털이	있고	표면에	주름이	지며,	

가장자리가	얕게	갈라지고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잎보다	1~4배	길다.

줄기	 ▶				높이	15~40cm로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가	비스듬히	아래로	뻗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계곡이나	습지	주변	/	중국,	일본,	러시아.

167 앵초 앵초과Primula sieboldii E.Morren 
취란화, 깨풀, 연앵초

1.	꽃			2.	꽃차례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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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차례			3.열매		4.	잎			5.	흰꽃

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자라난	긴	꽃줄기	끝에	10송이	

쯤의	홍자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은	지름	10~	

14mm이고	윗부분이	5개로	갈라져	수평으로	퍼지고,	

꽃받침은	통형이고	중앙까지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포는	선형이고,	꽃자루는	꽃필		

때	길이	1.5cm	정도로	잔돌기가	있다.

열매	 ▶			타원형인	삭과는	길이	5~8mm로	끝이	5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주걱	모양	또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	3~6cm,	너비	1~2cm로	가장자리에	얕고	둔한	

톱니가	있고	뒤로	말리기도	하며,	밑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잎자루로	흘러	좁은	날개가	된다.

줄기	 ▶			높이	15cm	정도로	곧게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잔뿌리가	많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경남	높은	산의	습기	많은	양지	/	중국,	일본,	

러시아.

168 앵초과설앵초 Primula modesta  var. hannasanensis T.Yamaz. 
눈깨풀, 분취란화, 좀분취란화, 좀설앵초, 애기눈깨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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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5~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에	지름	5~7mm인	

노란색	꽃이	1송이씩	핀다.	화관은	꽃받침과	길이가	

비슷하고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삼각상	난형이고	

1개의	암술과	5개의	수술이	있으며,	꽃받침잎은	5개	

이고	선상	피침형으로	길이	4~8mm이다.	꽃자루는	

길이	3~12mm로	꽃이	진	후에	아래로	처진다.

열매	 ▶			둥근	삭과는	긴	털이	퍼져	있고	씨앗은	검다.

잎	 ▶				마주나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	6~23mm,	너비	5~	

15mm로	짧은	털이	있고	끝이	뾰족하거나	둥글며,	가장	

자리는	밋밋하고	샘점이	퍼져	있다.	잎자루의	길이는	

5~10mm이다.	

길이		 ▶			길이	7~20cm로	비스듬히	서다가	나중에는	누워	자라며	

옆으로	길게	뻗는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과	들	/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169 앵초과좀가지풀 Lysimachia japonica Thunb.  
돌좁쌀풀, 금좁쌀풀, 좀가지꽃



      295 

유사종 특징비교

기생꽃은 잎끝이 참기생꽃에 비해서
잎끝이 둔하고(사진4-b) 잎차례가 단조로워
전체 모습에서 꽃이 크게 보여 가분수
모양이며 주로 고산 습지에서 자란다.
참기생꽃은 잎이 끝이 뾰족하고(사진3-a), 
풍성하며 고산의 반그늘진 다소 습한
곳에서 자란다.

기생꽃 T. europaea var. arctica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VU)).

41

2

3

꽃	 ▶				5~6월에	줄기	끝에서	돌려나는	잎	가운데에서	

1~2개의	꽃자루가	나와	지름	1.5~2cm인	흰꽃이	

1송이씩	핀다.	화관은	보통	7개로	갈라져	수평으로	

퍼지고	열편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수술은	

7개이고	꽃밥은	노란색이다.	꽃받침은	7개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은	피침형이며	꽃자루는	가늘고	길이	

2~3cm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2.5~3mm이다.

잎	 ▶				줄기	윗부분에서	5~10개의	큰	잎이	돌려나듯이	모여	

나며,	도피침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2~7cm,	너비	

1~2.5cm로,	끝이	뾰족하거나	다소	둔하고	밑부분이	

좁아져	직접	원줄기에	달리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길이	 ▶				높이	7~25cm로	가늘며	곧게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으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능선	/	중국,	일본,	러시아.

170 참기생꽃 앵초과Trientalis europaea L.
큰기생초, 기생초, 참꽃, 기생꽃

1~3.	참기생꽃(1.	꽃			2.	잎			3.	전체모습)			

4.	기생꽃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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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2장,3장,4장)			4.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나오는	원추꽃차례에	

많은	노란색	꽃이	모여	핀다.	꽃은	지름	12~15mm이고,	

꽃잎은	5개이고	타원형으로	안쪽에	수술대와	더불어	

연노랑의	돌기가	있으며,	꽃받침은	5개로	깊게	갈라	

지고	열편은	좁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자루는	

길이	7~12mm이고,	포는	선형으로	짧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4mm정도이고,	끝에	긴	암술대가	

붙어	있다.

잎	 ▶				피침형	또는	좁은	난형으로	마주나거나	3~4개씩	돌려	

나고,	길이	4~12cm,	너비	1~4cm로	뒷면	밑부분에	

짧은	샘털이	있고,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40~100cm로	가늘고	곧게	서며,	윗부분에서	가지를	

치고,	윗부분에	짧은	샘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르고	습한	풀밭	/	중국,	일본	등지.

171 앵초과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가는좁쌀풀, 큰좁쌀풀, 노랑꽃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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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풀 L. vulgaris var. davurica  ▶ 꽃잎은 전체가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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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원줄기	끝이나	줄기	윗부분	잎겨드랑이에서	

갈라진	원추꽃차례에	노란색	꽃이	모여	핀다.	꽃지름은	

1.5~2cm,	꽃잎은	5장으로	12mm정도의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꽃잎의	안쪽은	붉은색을	띈다.	꽃잎	

전체에	노란색	샘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5개로	길이는	

6mm	정도이다.

열매	 ▶				둥근	삭과,	지름	4mm,	긴	암술대가	남아	있으며,	꽃받침	

조각이	열매보다	길다.

잎	 ▶				긴	타원형,	대개는	3장의	잎이	돌려난다.	길이	2.5~9cm,	

너비	1.2~4cm,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둥글며,	가장	

자리는	밋밋하다.	잎의	앞뒤와	가장자리에	잔털이	있다.

줄기	 ▶				30~60cm정도로	곧추	서며	원줄기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과	임도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72 참좁쌀풀 앵초과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까치수염, 고려까치수염, 참까치수염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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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큰앵초 P. jesoana var. pubes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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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자라난	긴	꽃줄기	끝에	1~4단의	

층을	이루어,	각	층마다	5~6송이의	홍자색	꽃이	

돌려나며	핀다.	꽃은	지름	2cm	정도이고	윗부분이	

5개로	갈라져	수평으로	퍼지고,	꽃받침은	통형이고	

깊게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로	화통보다	짧다.	

꽃자루는	길이	1~2cm이고,	꽃차례	윗부분에	짧은	

샘털이	있다.

열매	 ▶			난상	긴	타원형인	삭과는	길이	7~12mm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둥근	신장형으로	길이	4~18cm,	

너비	6~18cm로	크며,	가장자리가	얕게	7~9개로	

갈라져	방패	같으며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30cm	정도로	길고	잎과	잎자루에	짧은털이	있다.

줄기	 ▶				높이	20~40cm정도로	곧게	서고	잔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게	옆으로	뻗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습기	많은	숲속	/	중국,	일본.

173 큰앵초 앵초과Primula jesoana Miq.  

1.	꽃			2.	꽃받침			3.	열매			4.	줄기			5.	잎			6.	잎뒷면

꽃줄기와 잎자루에 짧은털이 있는

큰앵초에 비해 퍼진털이 빽빽이 

있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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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꽃			4.	줄기			5.	잎			6.	잎뒷면

꽃	 ▶				8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서	나오는	총상꽃차례에	지름	

1cm쯤의	흰꽃이	밀집되어	하늘을	향해	핀다.	꽃잎은	

5장이고	주걱모양이며	길이	4.5mm	정도로	끝이	둥글고	

수평으로	퍼진다.	꽃받침잎은	5개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은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흰막질이며	길이	

2mm	정도이다.	꽃자루는	길이	11mm로	돌기가	있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2.5mm	정도이고,	긴	암술대가	남아	

있으며	씨앗에	3개의	날개가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좁은	피침형	또는	선형으로	길이	

2.5~7cm,	너비	2~8mm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	잎자루처럼	된다.

줄기	 ▶			높이	30~80cm로	긴	가지가	사방으로	많이	나며	

돌기가	있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아래로	뻗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풀밭	/	중국.

174 앵초과홍도까치수염 Lysimachia pentapetala Bunge
쇠까치수염, 쇠꽃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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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9~10월	줄기와	가지	끝에	지름	12~17mm인	별모양의	

흰꽃이	모여	원추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잎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꽃잎보다	짧고,	꽃잎은	

5장이고	넓은	피침형으로	자주색	맥이	있으며,	아래쪽에	

털로	덮여있는	2개의	선체가	있고	암술은	1개,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피침형의	삭과는	익으면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둥글고	밋밋하다.

잎	 ▶				마주나는	선형	또는	넓은	선형으로	길이	15~35mm,	

너비	1~3mm이고,	끝은	둔하며	가장자리는	약간	뒤로	

말리고,	잎자루가	없으며	전체에서	쓴맛이	난다.

줄기	 ▶				높이	5~25cm로	곧게	서고	약간	네모지며,	자줏빛이	

돌고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한두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175 쓴풀 용담과Swertia japonica (Schult.) Griseb. 
참쓴풀, 당약

1~2.	꽃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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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쓴풀 쓴풀 S. japonica 
쓴풀은 개쓴풀에 비해

샘점에 있는 털이 듬성듬성 있으며, 잎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인 것이 다르다.

41

2

3

1~2.	꽃			3.	잎			4.	전체모습

꽃	 ▶						9~10월	줄기와	가지	끝에	지름	1.5cm	정도인	별모양의	

흰꽃이	모여	원추형을	이룬다.	화관은	통부가	짧고,	

꽃받침잎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피침형으로	화관과	

길이가	비슷하다.	꽃잎은	5장이고	길이	8~12mm이며,	

흰바탕에	연한	자주색	줄이	있고,	밑부분에	있는	2개의	

샘점은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긴털이 많으며,	암술은	

1개,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좁은	난형의	삭과이고	씨앗은	둥글고	평활하다.

잎	 ▶				뿌리잎은	긴타원형으로	양끝이	좁아지고,	줄기잎은	

마주나는	긴 난상 피침형이고	길이	2~5cm,	너비	3~	

10mm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은	줄기를	약간	감싸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5~36cm로	곧게	서고	네모지며,	가지가	갈라지고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습한	곳	/	중국,	일본.

176 용담과개쓴풀 Swertia diluta var. tosaensis (Makino) H. Hara  
나도쓴풀, 좀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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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9~10월	원줄기	윗부분에	지름	2~3cm인	별모양의	

보라색꽃이	모여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잎은	넓은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으로	꽃잎보다	짧거나	같고,	

꽃잎은	5장이고	길이	1~1.5cm로	짙은	자주색	맥이	

있으며,	아래쪽에	털로	덮여있는	2개의	선체가	있고	

암술은	1개,	수술은	5개이며,	꽃차례의	위쪽에서부터	

꽃이	핀다.

열매	 ▶				넓은	피침형의	삭과는	익으면	끝이	2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둥글고	밋밋하다.

잎	 ▶				뿌리잎은	도피침형이고,	줄기잎은	마주나는	피침형이고	

길이	20~40mm,	너비	3~8mm로	양끝이	좁아지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15~30cm로	곧게	서고	약간	네모지며,	자흑색이	

돌고	윗부분에서	가지를	많이	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일본,	몽고	등지.

177 자주쓴풀 용담과Swertia pseudochinensis H. Hara 
털쓴풀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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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	줄기	위쪽과	가지	끝에	지름	8~12mm인	흰꽃이	

모여	원뿔모양의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피침형	

으로	끝이	뾰족하고	꽃	길이의	1/3	정도이다.	꽃잎은	

4장으로	타원형	또는	난상	긴	타원형으로	흑자색	점이	

있으며,	가운데	부근에	타원형의	선체가	1개	있고	선체	

좌우에	돌기가	있으며,	암술은	1개이고	수술은	4개이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는	익으면	2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난형	

으로	약간	편평한	갈색이다.

잎	 ▶				마주나며,	밑부분의	잎은	넓은	도피침형으로	밑부분이	

좁아져	잎자루같이	되고,	중앙의	잎은	삼각상	넓은	

피침형	또는	피침형으로	수평으로	퍼지고,	길이	2~	

3.5cm,	너비	7~15mm이고	끝은	뾰족하고	밑은	둥글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7~15cm로	아래서부터	가지가	갈라져	비스듬히	

자라고	네모가	지며	좁은	날개가	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한두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	양지바른	풀밭	/	일본,	러시아.

178 네귀쓴풀 용담과Swertia tetrapetala  (Pall.) Grossh.    

1~2.	꽃			3.	열매			4.	잎차례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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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8~9월	줄기와	가지	끝에	지름	1.5~2cm인	별모양의	

보라색꽃이	모여	원추꽃차례를	이룬다.	화관은	통부가	

짧고	꽃받침잎은	4개로	깊게	갈라지고	열편은	선형	

이다.	꽃잎은	4장이고	난상	넓은	타원형으로	길이	1cm	

정도이고,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밑부분에	

선체가	있으며	긴	꽃자루가	있다.	암술은	1개,	수술은	

4개이다.	

열매	 ▶				피침형의	삭과는	익으면	끝이	2개로	갈라져	많은	

씨앗이	나온다.

잎	 ▶				뿌리잎은	도피침형으로	양끝이	좁아지고,	줄기잎은	

마주나는	긴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줄기를	

약간	둘러싸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10~30cm로	곧게	서고	네모지며	가지를	많이	친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179 큰잎쓴풀 용담과Swertia wilfordii J.Kern. 
산쓴풀, 큰자주쓴풀

1~2.	꽃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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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가지	

끝마다	1송이의	흰꽃이	핀다.	꽃받침은	4개의	난형으로	

깊게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며,	꽃은	4개의	난원형으로	

갈라지고	점선같은	무늬가	있으며,	열편	아래쪽에	

2개씩의	황록색의	선체가	있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	

머리는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4개이고	수술대	아래쪽에	

가는	실모양의	흰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난형으로	마주나고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약간	심장	

모양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5맥이	있다.

줄기	 ▶				높이	7~15cm로	아래서부터	가지가	갈라져	비스듬히	

자라고	네모가	지며	좁은	날개가	있다.

뿌리	 ▶			원뿌리와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의	산지	/	중국,	몽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80 대성쓴풀 용담과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  

1~2.	꽃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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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가지	끝마다	통상	깔때기	모양의	연한	청자색	

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은	길이	12~15mm이고	끝이	

5개로	갈라져	밖으로	젖혀지며,	각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다.	꽃받침통은	길이	4~6mm이고	열편은	난형으로	

끝이	가시같고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삭과는	긴	자루가	있고	익으면	2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사각상	난형이고	길이	1~4cm,	너비	5~	

12mm로	두텁고,	가장자리가	투명질로	되며	끝이	

까락처럼	뾰족하다.	줄기잎은	마주나는	난형	또는	좁은	

난형이고	길이	5~10mm,	너비	2~5mm로	밑부분이	

합쳐져	짧은	잎집이	된다.

줄기	 ▶				높이	3~10cm로	밑에서	가지를	많이	치고,	처음에	

비스듬히	눕다가	위로	서며,	잔돌기가	있다.

뿌리	 ▶			원뿌리에서	많은	잔뿌리가	나온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

비고	 ▶				꽃받침과	줄기의	잎이	화관	통부와	줄기에	밀착하지	

않고	벌어진다.

181 구슬붕이 용담과Gentiana squarrosa  Ledeb. var. squarrosa  
구실붕이, 구실봉이, 민구슬붕이

1.	꽃			2.	씨앗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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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차례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원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통상	깔때기	모양의	청자색	꽃이	위로	핀다.	

화관은	길이	18~25mm이고	끝이	5개로	갈라져	밖으로	

젖혀지며,	각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다.	꽃받침통은	

길이	5~7mm이고	열편은	넓은	피침형으로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삭과는	긴	자루가	있고	익으면	2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방추형으로	노란색이다.	

잎	 ▶				난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마주난다.	뿌리잎은	줄기잎	

보다	작고	길이	5~12mm,	너비	3~10mm로	두텁고	

뒷면은	흔히	적자색이	돌며,	가장자리는	흰색으로	

잔돌기가	있다.

줄기	 ▶		높이	5~10cm로	가지를	치지	않으며	곧게	선다.

뿌리	 ▶		비스듬한	원뿌리에서	많은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182 용담과큰구슬붕이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실붕이, 큰구실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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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흰꽃)

꽃	 ▶						8~9월에	줄기	끝과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몇	개의	

종모양의	보라색	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은	살짝	벌어	

지며		활짝	피지	않는다.	꽃받침통은	길이	12~15mm	

이며	5개의	선상	피침형으로	갈라지고	열편은	젖혀	

지지	않는다.	화관은	길이	3.5~4.5cm이고		끝부분이	

5개로	갈라지며,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고,	암술	

1개와	수술	5개가	있으며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진다.

열매	 ▶			피침형의	삭과이고	익으면	2개로	갈라진다.

잎	 ▶				마주나는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길이	5~15cm,	

너비	1~2.5cm로	위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	표면에	

3맥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거의	없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게	서며	분백색을	띤다.

뿌리	 ▶		육질인	굵은	뿌리가	많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지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183 용담과과남풀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북과남풀, 초룡담, 큰용담, 칼잎용담, 큰초룡담, 긴잎용담, 큰잎룡담, 칼잎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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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꽃			3.	꽃받침			4.	잎			5.	뿌리			6.	전체모습

꽃	 ▶						8~10월에	줄기	끝과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몇	개의	

종모양의	보라색	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받침통은	

길이	12~18mm이고	5개의	선상	피침형으로	갈라지며,	

꽃은	길이	4.5~6cm이고		끝부분이	5개로	갈라져	

밖으로	젖혀지고,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으며,	암술	

1개와	수술	5개가	있다.	포는	좁은	피침형이고	꽃자루가	없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이고,	씨앗은	넓은	피침형으로	

양끝에	날개가	있다.

잎	 ▶				마주나는	피침형으로	길이	4~8cm,	너비	1~3cm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다.	표면은	녹색으로	

3맥이	있고	뒷면은	회록색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20~80cm로	곧게	서며	4개의	줄이	있다.

뿌리	 ▶		육질인	굵은	뿌리가	많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184 용담과용담 Gentiana scabra Bunge 
초룡담, 섬용담, 과용담, 초용담, 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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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꽃	 ▶						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1송이의	연한	청자색	꽃이	

핀다.	꽃받침은	4개로	각이	진	종	모양이고	끝이	4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피침형으로	길게	뾰족하다.	꽃은	

팔랑개비처럼	끝부분이	4개로	깊게	갈라져	수평으로	

펼쳐지지만,	맑은	날	10~12시	사이가	아니면	핀	모습을	

보기	어렵다.	암술	1개와	수술	4개가	있고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지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로	익으면	2개로	갈라진다.

잎	 ▶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거나	둔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4~15cm로	곧게	서고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원뿌리와	몇	개의	잔뿌리가	있다.

형태	 ▶			한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고산의	풀밭	/	중국,	몽골.

185 용담과꼬인용담 Gentianopsis contorta (Royl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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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고산구슬붕이 흰그늘용담 G. chosenica 고산구슬붕이

꽃받침과 줄기잎은 화관통부와 줄기에 거의 밀착하며

줄기와 잎뒷면 주맥에 돌기가 없이 매끈하다.

흰그늘용담 

고산구슬붕이와 닮았으나 줄기와 잎뒷면 주맥에

돌기가 있는 점이 다르다.(한라산에 자생한다.)

구슬붕이 

꽃받침과 줄기잎은 화관통부와 줄기에서 벌어진다.

2

5

1

3

4

꽃	 ▶				5~6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	통상	깔때기	모양의	

하늘색	꽃이	1송이씩	위를	향해	핀다.	화관은	길이	

16~20mm로	끝이	5개로	갈라져	밖으로	젖혀지고,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다.	꽃받침은	길이	9~12mm이고	

열편은	피침형이고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암술	

1개,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삭과는	긴	자루가	있고,	씨앗은	난상	타원형이다.

잎	 ▶				뿌리잎은	난형의	로제트모양이고,	길이	6~20mm,	너비	

5~10mm로,	끝이	급하게	뾰족해지고,	잎자루가	없으며	

뚜렷한	1맥이	있다.	줄기잎은	중간	이하의	잎은	뿌리	

잎과	비슷하고,	윗부분의	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6~10mm,	

너비	1~3.5mm로	끝이	뾰족하고	가시처럼	된다.

줄기	 ▶				높이	5~10cm로	가지를	치지	않으며	곧게	선다.

뿌리	 ▶			원뿌리는	가늘고	길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경남	및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

비고	 ▶			한국	특산식물.

186 고산구슬붕이 용담과Gentiana wootchuliana W.K.Paik    
고산구슬봉이

1~2.	꽃			3.	줄기			4.	잎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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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받침			3.	줄기와	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가지	끝에	통상	깔데기	모양의	흰꽃이	1송이씩	

위를	향해	핀다.	꽃받침은	길이	8mm이고	중앙까지	

5개의	피침형으로	갈라지며,	화관은	꽃받침보다	2배	

정도	길고	끝부분이	5개로	갈라져	밖으로	젖혀지며,	

가시같은	돌기가	있고,	열편	사이에	부화관이	있다.	

암술	1개,	수술은	5개이다.

열매	 ▶			삭과이며	익으면	2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난형의	로제트	모양이고,	길이	1.5cm,	너비	

1.2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막질로	되고	잔돌기가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져	줄기잎이	된다.	

줄기잎은	마주나고	밑부분이	합쳐져	잎집이	되며,	끝이	

까락처럼	뾰족하고	가장자리와	뒷면	중앙맥	위에	

잔돌기가	있다.

줄기	 ▶		높이	5~7cm로	밑에서	갈라져	모여나며	털이	없다.

뿌리	 ▶		원뿌리는	땅속	깊이	들어가고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두해살이풀.

분포	 ▶				한라산의	고지대	/	중국,	몽고,	러시아.

187 용담과흰그늘용담 Gentiana chosenica Okuyama 
흰구실봉이, 좀구실봉이, 흰구슬봉이, 산구슬붕이, 심산구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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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꽃			3.	잎			4.	전체모습

꽃	 ▶						9~10월에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1개씩	종모양의	

흰색	또는	자줏빛이	도는	흰꽃이	핀다.	꽃받침통은	

길이	6~8mm이고	5개의	좁은	날개가	있고,	열편은	

선형으로	통부와	길이가	비슷하거나	다소	길다.	화관은	

길이	3cm정도이고		끝부분이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좁은	삼각형이다.	암술	1개와	수술	5개가	있다.

열매	 ▶			타원형의	붉은	장과이고	길이	8cm	정도이다.

잎	 ▶				마주나는	긴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으로	표면에	3맥이	

있고,	뒷면은	연록색으로	흔히	자줏빛이	돈다.	길이	

4~8cm,	너비	1.2~3.5cm로	끝이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	

길이는	5~15mm이다.

길이	 ▶			길이	50~150cm로	덩굴지고	가지를	치며	다른	식물을	

감고	오르며	털이	없다.

뿌리	 ▶		옆으로	뻗는	긴	뿌리줄기와	길고	가는	잔뿌리가	있다.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울릉도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88 용담과덩굴용담 Tripterospermum japonicum (Siebold & Zucc.) Maxim. 
덩굴룡담, 흰덩굴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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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꽃			4.	잎			5.	전체모습

꽃	 ▶						8~9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잎겨드랑이에	닻모양의	

노란색	꽃이	취산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4개로	갈라	

지고	열편은	선형으로	잔돌기가	있고,	꽃은	길이	6~	

10mm로	4개로	깊게	갈라지며,	각	열편	아래에	길이	

3~7mm의	꿀주머니가	있고,	암술	1개와	수술	4개가	

있으며	꽃자루는	길이	1~4cm이다.

열매	 ▶			피침형의	삭과로	잔털이	있고	익으면	2개로	갈라지며,	

씨앗은	타원형이고	길이	1mm	정도이다.

잎	 ▶				마주나는	긴	타원형	또는	좁은	난형이고	3~5맥이	

뚜렷하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약간	잎자루처럼	

된다.	길이	2~6cm,	너비	1~2.5cm로	뒷면	맥	위와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있다.

줄기	 ▶			높이	10~60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으며	4개의	능선이	있다.

뿌리	 ▶		원뿌리와	가는	잔뿌리가	있다.

형태	 ▶			한두해살이풀.

분포	 ▶				고산의	풀밭	/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89 용담과닻꽃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닷꽃, 닷꽃용담, 닷꽃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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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연한	황록색	꽃	1~3송이가	

아래를	향해	핀다.	꽃은	5개로	얕게	갈라지고	겉에	짧은	

털이	있으며,	암술	1개와	5개의	수술이	있다.	꽃받침은		

잔	모양으로	가시털이	있으며,	꽃자루는	2~3cm이다.	

열매	 ▶				장과는	지름	8~10mm의	흰색으로,	둥글고	꽃받침에	

싸이며	가시	같은	돌기가	있다.	씨앗은	1.5mm의	붉고	

납작한	타원형이다.		

잎	 ▶				난상	원형으로	어긋나지만	마디에서는	2개씩	달리며,	

잎자루는	짧다.	길이	4~8cm,	너비	3~5cm로	끝이	

짧게	뾰족해지며	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줄기	 ▶				높이	50~70cm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부드러운	

털이	있다.

뿌리	 ▶			굵고	긴	뿌리가	여러	개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한국,	일본,	중국.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3

2

41

190 가지과가시꽈리 Physaliastrum japonicum  (Franch. & Sav.) Honda 
가시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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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지름	1.5cm의	약간	누른빛이	도는	흰꽃이	

1송이씩	아래를	향해	핀다.	꽃은	5개로	얕게	갈라지고	

겉에	잔털이	있다.	꽃받침은	짧은	통	모양으로	끝이	

얕게	5갈래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꽃이			

핀	다음	4~5cm로	자라나	열매를	덮으며,	꽃자루는	

3~4cm이다.	

열매	 ▶				장과는	지름	1.5cm의	붉은색으로,	붉은	난형의	끝이	

뾰족한	꽃받침	속에	둘러	싸인다.	씨앗은	흰색으로			

둥글고	납작하다.			

잎	 ▶				넓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길이	

5~12cm,	너비	3.5~9cm로	어긋나며	한	곳에서	잎이	

2장씩	나온다.	잎자루가	있고	가장자리에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40~9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털이	없다.

뿌리	 ▶			굵은	땅속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	번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집	주변	재배)	/	일본,	중국.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191 꽈리 가지과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i (Mast.) Makino 
꼬아리, 때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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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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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지름	2cm의	자줏빛의	종	모양의	꽃이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에서	1송이씩	아래로	향해	

핀다.	암술	1개,	수술은	5개이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꽃자루는	3~5cm이고	꽃받침은	녹색으로	불규칙하게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삭과는	지름	1cm	정도로	둥글며,	자라난	꽃	받침	속에	

둘러싸인다.	씨앗은	신장형으로	도드라진	그물무늬가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타원상	난형으로	길이	10~20cm,	

너비	3~7cm로	양끝이	좁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줄기	 ▶				높이	20~6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조금	갈라지며	

연하고	털이	없다.

뿌리	 ▶				통통하고	마디가	많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	

번식하며	군락을	이룬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일본.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3

2

41

192 가지과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 미친풀, 광대작약, 초우성, 낭탕, 독뿌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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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8월에	잎과	마주나게	달리는	꽃자루에	흰	꽃이	모여	

핀다.	꽃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피침형의	갈래조각은	뒤로	젖혀져	셔틀콕	모양이	된다.	

암술대는	1개로	수술보다	길게	나오며,	수술은	5개로	

모아져	있고	꽃밥은	노란색이다.	꽃자루는	1~4cm이고	

꽃받침에	둔한	톱니가	있다.	

열매	 ▶		장과는	지름	8mm	정도로	둥글며	붉게	익으며,	맛은	

매우	쓰다.	

잎	 ▶		어긋나게	달리는	난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	

하고	아래는	심장형이며,	길이	3~8cm,	너비	2~4cm로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보통	아래쪽에	1~2쌍의	갈래	

조각이	있고	털이	없다.	

줄기	 ▶		길이	1~3m로	덩굴처럼	다른	물체에	얽히듯	타고	오르며,	

샘털같은	긴	털이	있어	끈적거린다.	아래쪽의	줄기는	

월동하는	반	목본성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의	산과	들	/	중국,	대만,	일본	등지.

1.	꽃			2.	열매			3.	잎			4.	줄기			5.	전체모습

193 배풍등 가지과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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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잎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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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줄기	끝에서	5~10송이의	꽃이	모여	나고,	

흰색에서	점차	연노랑으로	변한다.	꽃은	길이	2~3cm의			

긴	통	모양으로	끝이	입술같이	얕게	갈라지고,	윗입술은	

길이	7~8mm로	끝이	파지고	아랫입술은	짧고	3개로	

갈라지며,	암술	1개와	수술	4개가	통속에	들어	있다.	

꽃받침은	2개로	길이	1~2cm이고,	안쪽	것은	피침형	

으로	뾰족하고	바깥쪽은	주걱	모양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cm이고	흰색으로	마른	갈색	

화관에	덮여	있다.

잎	 ▶				흰색	또는	연노랑의	퇴화된	비늘조각	형태로	줄기를	

촘촘히	감싼다.

줄기	 ▶				높이	5~10cm로	모여나고	육질이며,	작은	비늘조각	

으로	덮여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를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의	기생식물.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194 가지더부살이 열당과Phacellanthus tubiflorus Siebold & Zucc.  
가지더부사리, 노랑더부살이, 황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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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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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꽃			3.	전체모습			4.	잎			5.	잎뒷면

꽃	 ▶				4~5월에	줄기	끝에	5송이의	황록색	꽃이	모여	머리	

모양꽃차례로	핀다.	지름은	2~3mm이고	꽃자루가	

없다.	위쪽에서	위를	향해	핀	1송이는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이	8개이며,	사방으로	옆을	향해	핀	4송이는	5개로	

갈라지고	수술이	10개이다.

열매	 ▶			둥근	핵과는	지름	2~3cm로	3~5개가	뭉쳐	있다.

잎	 ▶				뿌리잎은	3~9장의	작은잎으로	이루어진	1~2회	3출	

겹잎으로	원줄기	높이와	비슷하게	자라며,	잎자루	

길이는	4~9cm이다.	작은잎은	넓은	난형으로	길이	

1~2cm이고	3개로	갈라지며,	줄기잎은	1쌍의	3출	

겹잎이	마주난다.

줄기	 ▶			높이	8~17cm로	가지를	치지	않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으며,	가늘고	긴	포복지가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북미,	유럽	등지.	

195 연복초과연복초 Adoxa moschatellina L.  
련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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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8~9월에	짧은	가지	끝에서	넓은	종모양의	연녹색	꽃이	

1송이씩	아래를	향하여	핀다.	화관은	길이	2.7~3.5cm로	

끝이	5갈래로	갈라져서	뒤로	말리며,	안쪽에	자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암술은	1개로	끝이	3갈래로	갈라	

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난상	장타원형이다.

열매	 ▶				납작하고	둥근	삭과이고,	씨앗은	길이	4mm의	연한 

갈색 긴타원형으로 한 쪽에 막질의 날개가 있다.

잎	 ▶				짧은	가지	끝에	장란형의	잎	4장이	모인	잎차례가	

줄기에	어긋나게	달린다.	잎의	길이는	3~10cm,	너비는	

1.5~4cm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이며	양면에 털이 없다.	

줄기	 ▶		길이	2~3m로	덩굴지고	다른	물체를	휘감고	오르며,	

상처가	나면	흰	유액이	나온다.

뿌리	 ▶				뿌리는	방추형으로	굵어지고	몇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196 더덕 초롱꽃과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참더덕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5.	씨앗			

날개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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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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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5.	미성숙	열매

꽃	 ▶						7~8월에	가지	끝에서	종모양의	연한	녹색	꽃이	1송이씩	

아래를	향하여	핀다.	화관은	길이	2.5cm,	지름	1.5cm로	

끝이	5갈래로	갈라져서	뒤로	약간	말린다.	암술은	1개로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피침형이다.	

열매	 ▶			납작하고	둥근	삭과이고,	씨앗은	길이	1.5mm의	긴타원형	

으로	갈색이며	날개가	없다.

잎	 ▶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어긋나거나	교호대생한다.	

길이	1~5cm,	너비	1~3.5cm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앞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다.	

줄기	 ▶			길이	2~3m로	덩굴지고	다른	물체를	휘감고	오르며	

털이	많다.

뿌리		 ▶			뿌리는	굵어지고	길게	땅속으로	뻗으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고산의	숲속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197 초롱꽃과만삼 Codonopsis pilosula (Franch.) Nann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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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꽃			2.	잎			3.	전체모습

4.	뿌리잎			5.	어린개체

꽃	 ▶						7~9월에	줄기	끝에서	나온	엉성한	원추꽃차례에	

연보라색	종모양의	꽃이	아래를	향해	핀다.	꽃차례는	

밑부분에서	가지를	치고,	화관은	길이	2~3cm,	지름	

1cm이며	끝이	5갈래로	갈라져서	벌어진다.	암술은	

1개로	화관	밖으로	돌출하고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피침형으로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이고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는	난형	또는	난상	심장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다.	길이	5~20cm,	너비	

3~8cm로	잎자루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짧아진다.

줄기	 ▶			높이	40~100cm로	곧게	선다.

뿌리		 ▶			뿌리는	굵어지고	갈래가	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198 초롱꽃과모시대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모싯대, 모시때, 그늘모시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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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모시대   A. remotiflora 도라지모시대   A. grandiflora 

41

2

3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	끝에서	1개의	총상꽃차례에	길이	

4cm,	너비	3cm의	넓은	종모양의	짙은	하늘색	꽃이	

아래를	향해	피고	꽃은	끝부분이	5개로	갈라지며,	1개의	

암술은	통부보다	약간	길거나	같고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5개로	피침형,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3실이며	털이	없고,	위가	편평하며	

꽃받침이	위에	붙어	있다.

잎	 ▶				어긋나며	난상	피침형으로	잔털이	있고	끝이	길게	

뾰족해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아래쪽	

잎자루는	1~2cm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져	

없어지며,	줄기나	잎을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온다.

줄기	 ▶			높이	70cm에	달하며,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굵고	비대한	덩이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자료부족종(DD).

199 초롱꽃과도라지모시대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큰잔대, 도라지모시나물, 도라지잔대, 도라지모싯대

원추꽃차례로

꽃이 풍성하게

많이 달린다.

총상꽃차례로

꽃이 달리는 

수가 적어 

모시대에 비해 

단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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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	 ▶				8~9월에	줄기	끝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밝은	하늘색	

종모양의	꽃이	한쪽	방향으로	모여	핀다.	화관은	길이	

2.2cm정도로	윗부분이	넓고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암술은	1개로	화관과	길이가	같거나		밖으로	돌출하고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선형	

또는	피침형으로	5개로	갈라지고	꽃이	필	때에	약간	

뒤로	말린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이고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는	피침형	또는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약간	뒤로	말리고	톱니가	드문드문	있다.	

길이	3~4cm,	너비	0.5~1cm로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게	서고	털이	거의	없다.

뿌리	 ▶				뿌리는	굵어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풀밭	/	중국,	일본.

200 수원잔대 초롱꽃과Adenophora polyantha Nakai  
관악잔대, 꽃잔대, 지리산잔대, 지리모시나물, 좀꽃모시나물, 개모싯대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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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5

1. 꽃   2. 미성숙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다양한 잎모양

꽃 ▶      7~9월에 줄기 끝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연보라색 

종모양의 꽃이 아래를 층층이 돌려가며 핀다. 꽃차례는 

밑부분에서 가지를 치고, 화관은 종형이고 끝이 5갈래로 

갈라져서 벌어진다. 암술은 1개로 화관 밖으로 돌출하고 

끝이 3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피침형 

으로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이고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마주나거나, 3~5장이 돌려나는 긴 난형 또는 긴 타원형 

으로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다. 

길이 4~8cm, 너비 0.5~4cm로 잎자루가 없다.

줄기 ▶   높이 40~120cm로 곧게 서고 잔털이 있다.

뿌리  ▶   뿌리는 굵어지고 갈래지기도 하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러시아.

201 초롱꽃과층층잔대 Adenophora verticillata F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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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꽃 ▶    8월에 피며 원줄기 끝에 수상으로 달리고 밑으로 

처지며 작은포는 넓은 난형 또는 피침형이고 잎같으며 

톱니가 있고 꽃자루는 길이 1~4mm이다. 꽃받침열편은 

난형이며 끝이 둔하고 1~2개의 톱니가 있으며 꽃부리는 

윗부분이 넓은 종모양이고 길이 1~1.5cm로서 연한 

자주색이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이고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어긋나게 달리고 잎자루가 없으며 다소 얇고 긴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끝이 둔하거나 뾰족하고 밑부분이 

둔하거나 둥글며 길이 2~5, 너비 1~2㎝로서 뒷면 맥 

위에만 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희미하거나 

뚜렷하다.

줄기 ▶    높이가 70cm 정도 자라며 곧게 서고, 능선 위에 털이 

약간 있으며 가지를 지치 않는다.

뿌리 ▶    굵은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전북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202 진퍼리잔대 초롱꽃과Adenophora palustris Kom.  
선모시나물

1. 꽃   2. 미성숙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잎뒷면   6. 흰진퍼리잔대(A. palustris  f. leucan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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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1. 꽃   2~3. 전체모습

4. 흰금강초롱꽃(H. asiatica f. alba )

꽃 ▶      8~9월에 줄기 끝에서 큰 종모양의 청자색 또는 흰꽃이 

아래를 향해 핀다. 화관은 길이 4.5~4.8cm, 지름 2cm 

정도이며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진다. 암술은 1개이고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며 수술대 밑부분이 

넓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선상 피침형이며 털이 없다.

열매 ▶   종모양의 삭과이다.

잎 ▶    어긋나게 달리며, 난상 긴타원형으로 줄기 중간쯤의 

잎은 4~6장이 모여난 것 같지만  어긋나게 달리며, 

길이 5.5~15cm정도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안으로 굽은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형이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 ▶   높이 20~70cm로 곧게 또는 비스듬히 선다.

뿌리  ▶   뿌리는 여러 개로 갈라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북의 고산지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03 초롱꽃과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화방초, 금강초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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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뿌리잎   6. 어린개체

꽃 ▶      6~8월에 긴 꽃자루 끝에서 약간 녹색이 도는 흰꽃이 

아래를 향해 핀다. 화관은 길이 4~5cm의 종모양이고 

짙은 반점이 있으며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진다. 암술은 

1개이고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녹색으로 길며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삭과이고 씨앗은 긴타원형으로 길이는 약 1mm이고 

연한 갈색이다.

잎 ▶    뿌리잎은 난상 심장형으로 긴 잎자루가 있으며, 꽃 필 

때는 시든다. 줄기잎은 삼각상의 난형 또는 피침형으로 

어긋나고, 길이 5~8cm, 너비 1.5~4cm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30~60cm로 곧게 서며 전체에 퍼진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흔히 옆으로 뻗는 줄기를 내며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야의 양지 / 중국, 러시아, 일본.

204 초롱꽃과초롱꽃   Campanula punctata Lam.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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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 보라색 또는 흰꽃이 

1송이씩 하늘을 향해 핀다. 화관은 종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지며, 암술은 1개이고 끝이 5갈래로 갈라 

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삼각상 피침형으로 

끝이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익으면 끝이 5갈래로 갈라져 열리며, 

씨앗은 길이 약 2mm로 검고 타원형이다.

잎 ▶    긴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고 길이 4~7cm, 너비 

1.5~4cm로 끝이 뾰족하며 잎자루가 없다. 보통 3장의 

잎이 돌려나지만 마주나거나 어긋나기도 한다.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청색이고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40~100cm로 곧게 서며, 원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온다.

뿌리 ▶    뿌리는 굵고 아래로 자라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러시아.

205 도라지 초롱꽃과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길경, 약도라지

1. 꽃   2. 꽃받침   3. 잎   4. 전체모습

5. 잎차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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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피며 벽자색이고 원줄기 끝에 1개의 총상 

꽃차례가 달리며 꽃자루는 길이 5~12mm이고 꽃부리는 

중앙가지 양순형으로 갈라지며 하순은 3개로 중앙까지 

갈라지고 열편 가장자리에 긴 연모(軟毛)가 있다. 

꽃받침은 씨방에 붙어 있으며 끝이 5개로 갈라진다.

열매 ▶    삭과는 길이 8~10mm이며 긴 타원형으로 포배에서 

터지고 씨앗은 편평한 난형이며 길이 1.5mm정도로 

광택이 있다.

잎 ▶    잎은 어긋나기하며 다소 밀생하고 중앙부의 잎은 

피침형이며 잎자루가 없고 끝이 길게 좁아지다가 

둔해지며 길이 4~7cm, 폭 0.5~1.5cm로서 가장자리에 

낮은 톱니가 있고 윗부분의 잎은 점점 작아져서 포로 

되며 밑부분의 잎은 다소 짧고 끝이 둔하다.

줄기 ▶    높이 50~100cm이고 가지와 털이 없다.

뿌리 ▶    짧고 굵은 근경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및 남부 다도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6 숫잔대 초롱꽃과Lobelia sessilifolia Lamb. 
진들도라지, 잔대아재비, 습잔대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33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줄기   6. 어린개체

꽃 ▶      7~9월에 줄기 끝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작은 모기 

모양의 보라색 꽃이 옆을 향해 핀다. 꽃차례는 밑부분 

에서 가지를 치고, 화관은 깊게 5갈래지며 열편은 

가늘고 뒤로 말린다. 흰 암술은 1개로 돌출하고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5개이다. 꽃받침은 녹색으로 

5개로 갈라지며 긴 선형이다.

열매 ▶   납작한 편구형의 삭과이고 꽃받침이 남아 있다.

잎 ▶    어긋나는 장란형으로 양끝이 좁아지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길이 5~12cm, 너비 2.5~4cm로 

아래의 잎은 날개가 있는 잎자루가 있으나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짧어져 없어진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게 서고 능선이 있으며 털이  

약간 있다.

뿌리  ▶   뿌리는 굵어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07 초롱꽃과영아자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염아자, 여마자, 염마자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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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피고 자주색으로서 원줄기 끝에 10개 정도가 

머리모양으로 모여 위를 향해 달리지만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도 달리며 꽃자루가 없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삼각상 선형 또는 선상 피침형이며 

톱니가 있고 꽃부리는 길이 2~3cm로서 5개로 깊게 

갈라진다.

열매 ▶    삭과는 3실이며 씨앗은 작고 많으며 9~10월에 성숙한다.

잎 ▶    뿌리잎은 긴 잎자루가 있고 난상 또는 난상 피침형 

이다. 줄기잎은 어긋나게 달리며 밑부분의 것은 날개가 

있는 잎자루가 있고 윗부분의 것은 잎자루가 없고 넓은 

타원형 또는 좁은 난형이며 길이 5~10cm, 나비 1~ 

3cm로서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밑부분이 둥글거나 

좁으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줄기 ▶    높이 40~100cm이며 전체에 털이 많다.

뿌리 ▶    짧은 근경이 옆으로 자라며 퍼지고 다소 밑으로 굽은 

털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08 자주꽃방망이 초롱꽃과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ex KerGawl. 
자주꽃방맹이, 꽃방맹이, 자지꽃방맹이, 꽃방망이 

1. 꽃   2. 잎   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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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꽃차례는 원줄기 끝부분의 옆에 달리고, 첫번째 포는 

원줄기와 연속하여 길이 10~20cm 정도 자라므로 

줄기의 끝부분처럼 보인다. 꽃은 녹갈색으로 1개식 

달리며, 꽃잎조각은 길이 2~3mm로 피침형이다. 

수술은 3개이고 꽃밥과 수술대는 길이가 서로 비슷 

하며 꽃잎 길이의 2/3 정도이다. 

열매 ▶    삭과는 길이 2~3mm의 난형 또는 도란형으로 갈색이  

돈다. 씨앗은 길이 0.5mm정도.  

잎 ▶    원줄기 밑부분에 달리며 길이 10~20cm의 비늘 모양이다.

줄기 ▶    높이 20~100cm, 너비 1.5~4mm로 원주형이며, 마디가 

없고 뚜렷하지 않은 세로줄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마디사이가 짧고 수염 

뿌리가 많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습한 곳 / 중국, 일본, 러시아, 북미.

1. 꽃   2~3. 열매   4. 전체모습

209 골풀 골풀과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Juncaceae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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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꽃차례에서 1개씩 핀다. 

첫째 포는 잎 같으며 길이 5~20cm로 꽃차례보다 

길다. 화피조각은 길이 3.5~4mm 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연한 녹색이며 가장자리가 흰 막질이다. 

수술은 6개로 꽃잎 길이의 1/2정도, 꽃밥은 수술대 

길이의 1/2 정도이다. 

열매 ▶    삭과는 난상 타원형으로 연한 녹색이다. 씨앗은 찌그 

러진 도란형으로 길이 0.5mm정도이다.

잎 ▶    편평하며 너비 1mm 정도로 원줄기보다 짧고 위로 약간 

말리며 귀같은 돌기는 2~3mm의 타원형으로 회백색이다.

줄기 ▶    높이 30~60cm로 뿌리에서 모여 난다.

뿌리 ▶    가는 뿌리가 방사상으로 퍼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풀밭 / 중국, 일본, 남미, 유럽 등지.

1. 꽃   2. 화피   3. 열매   4. 전체모습

3

2

41

210 골풀과길골풀 Juncus tenuis Willd.
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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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10~30cm의 꽃줄기 끝에 모여 달려 둥근 

꽃차례를 이룬다. 가장 아래에 달리는 포는 꽃차례 

보다 길고, 화피열편은 6개이고 길이 2.5~3mm의 

적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수술은 6개로 긴 타원형이고 꽃밥은 노랗다.  

열매 ▶    삭과는 길이 2.5mm 정도로 모가 난 난형이며, 씨앗은 

1.2mm정도의 흑갈색으로 둥글거나 넓은 난형, 종침은 

씨앗 길이의 1/2이다.

잎 ▶    뿌리잎은 길이 7~15cm, 너비 2~6mm로 선형이고 

가장자리에 길고 흰털이 있으며, 대부분의 잎은 뿌리 

에서 난다. 줄기잎은 뿌리잎보다 작으며, 꽃줄기에서 

2~4장의 잎이 어긋나게 달린다.

줄기 ▶    높이 10~30cm, 곧게서고 모여 난다.

뿌리 ▶    덩이같은 땅속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러시아.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211 꿩의밥 골풀과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밥, 꿩의밥풀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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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12~25cm의 꽃줄기 끝에 산형모양으로 모여 

달린다. 꽃잎조각은 길이 3~4mm의 피침형 으로 끝이 

뾰족하며 연한 갈색 또는 적갈색이다. 수술은 6개로 

꽃잎보다 짧고, 꽃밥은 넓은 선형 으로 수술대와 길이가 

같거나 길다.

열매 ▶    삭과는 길이 3.5mm 정도로 연한 황갈색이며, 씨앗은 

1.6mm정도의 넓은 타원형으로 적갈색이며, 굽어진 

종침은 씨앗 길이와 비슷하다.

잎 ▶    뿌리잎은 길이 8~15cm, 너비 3~8mm로 선형이고 

가장자리에 흰털이 있다. 줄기잎은 뿌리잎보다 작으며, 

꽃줄기에서 3~4장의 잎이 어긋나게 달리며, 밑부분의 

잎은 잎몸이 없고 막질이다.

줄기 ▶    높이 10~25cm, 곧게 서고 모여 난다.

뿌리 ▶    많은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1. 꽃   2. 화피  3. 꽃차례  4. 전체모습

3

2

41

212 골풀과별꿩의밥 Luzula plumosa  E.Mey. Juncaceae
별꿩의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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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꽃   2. 미성숙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가늘고 길게 자란 꽃줄기 끝에 2~6송이의 

흰꽃이 핀다. 꽃은 지름 1~1.5cm이고, 꽃잎은 6개로 

도피침형이며 흰바탕에 녹색줄이 들어 있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6개이다. 

포는 길이 7~12mm, 너비 1mm 정도로 선형이다. 

열매 ▶   삼각상 도란형의 삭과는 지름 8mm 정도이다.

잎 ▶    뿌리잎은 1장으로 길이 10~20cm, 너비 1.5~3mm인 

세모진 선형이고, 줄기잎은 2~4개이고 좁은 피침형 

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뿌리 ▶   비늘줄기는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 6~10mm로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다.

줄기 ▶   높이 30cm에 달하며 곧추 서며 털이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213 백합과나도개감채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산무릇, 꽃개감채, 가는잎두메무릇

줄기잎

뿌리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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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미성숙 열매   3. 열매   4. 전체모습   

꽃 ▶    5~7월에 뿌리잎 사이에서 꽃줄기가 나와 끝에서 흰꽃이 

총상꽃차례로 달리며, 꽃차례에 털이 있다. 꽃잎은 

6개이며 길이 12~15mm인 좁은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암술은 1개이며 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6개이다.     

열매 ▶    장과는 타원형으로 짙은 청색으로 익으며, 씨앗은 

삼각상 난형으로 길이 5mm 정도의 갈색이다.

잎 ▶    뿌리에서 2~5개가 모여나며, 도란상의 긴타원형으로 

양끝이 좁으며, 길이 8~25cm, 너비 3~15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녹색으로 광택이 난다. 

높이 ▶    꽃필 무렵에는 꽃줄기가 10~20cm이지만, 결실기에는 

70cm까지 자란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많은 가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동남아,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14 나도옥잠화 백합과Clintonia udensis Trautv. & C.A.Mey.  
제비옥잠, 두메옥잠화, 당나귀나물

5월25일

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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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전체 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흰꽃이 핀다. 

꽃잎조각은 6개이고 선상 긴 타원형으로 길이 2~ 

2.5mm이다. 암술대는 3갈래로 갈라지고 암술머리는 

끈적끈적하며, 수술은 6개로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다. 

꽃차례는 3~6cm, 꽃자루는 5~12mm이며, 꽃자루 

밑에 붙어 있는 포는 피침형이다. 

열매 ▶   난형의 삭과로 길이 4.5mm이고, 씨앗은 길이 1mm 

정도의 긴 타원형이다.  

잎 ▶    뿌리잎은 아래로 굽은 선형으로 3~7맥이 있고, 길이 

5~10 cm, 너비 3~7mm로 좌우가 편평하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안쪽의 잎을 마주 안으며 2줄로 

배열한다. 줄기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좁은 피침형이다.

줄기 ▶   높이 15~30cm 정도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잔뿌리가 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도, 강원도 이북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215 백합과꽃장포 Tofieldia nuda Maxim.  
꽃바위장포, 꽃창포, 돌창포, 꽃장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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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꽃차례   3. 전체 모습

꽃 ▶    꽃은 7~8월에 피며, 총상꽃차례는 길이 1~2cm이며, 

화피열편은 6개로 도피침상 긴 타원형이고 길이 2.5mm 

정도이며 털이 없다. 수술은 6개로 도피침상 긴 타원형 

이고 길이 2.5mm정도로 털이 없다. 수술은 6개로서 

화피와 길이가 비슷하며 꽃밥은 황색이고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지며 암술머리는 점상(點狀)이다.     

열매 ▶    삭과는 둥글며 지름 3mm정도이고 밑으로 처지며 

씨앗은 타원형으로 길이 0.8mm 정도이고 꼬리가 없다.

잎 ▶    잎은 좌우로 편평하고 뿌리잎이며 2줄로 늘어서고 

선형이며 길이 2~5cm, 너비 2~4mm로 짙은 녹색 

이며 윤기가 나는 가죽질이며 가장자리가 까실까실 

하고 끝이 뾰족하다. 꽃자루의 중간 정도에 1(2)개의 

작은 잎이 있다. 

줄기 ▶    높이 5~15cm 정도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근경이 짧으며 뿌리가 튼튼하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높은 산지 / 러시아.

216 숙은꽃장포 백합과Tofieldia coccinea  Rich. 
애기바위장포, 숙은돌창포, 숙은꽃장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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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20송이 

내외의 흰 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4개이고 길이 

2mm의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뒤로 젖혀져 말리며,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2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4개이다. 꽃차례는 2~3cm이고 꽃자루는 3~8mm로 

윗부분에 관절이 있다.  

열매 ▶   둥근 장과는 5mm 쯤으로 붉게 익는다.

잎 ▶    삼각상 심장형으로 2장이 어긋나게 달린다. 길이 2~ 

5cm, 너비 1.5~4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뒷면 맥 위에 돌기같은 털이 있고, 

잎자루가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어 새싹을 낸다.

줄기 ▶   높이 8~15cm로 곧추 서며 털이 없거나 돌기같은  

털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217 백합과두루미꽃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좀두루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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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1. 꽃   2. 잎뒷면   3. 전체 모습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 백록색 통 모양의 꽃이 1~ 

2송이씩 아래를 향해 핀다. 꽃은 길이 1.5~1.8cm이고 

털이 없으며, 수술대에 잔돌기가 조금 있으며 꽃밥은 

길이 3~3.5mm로 수술대보다 약간 짧다. 꽃자루는 

길이 7~15mm이다.     

열매 ▶    둥근 장과는 흑색으로 익는다. 

잎 ▶    긴 타원형으로 어긋나고 2줄로 배열되며, 길이 4~7cm, 

너비 1.5~3cm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와 뒷면 맥 

위에 잔돌기같은 털이 있다.

줄기 ▶    15~30cm로 능각이 있고 단단하며 곧추 자란다.

뿌리 ▶    육질의 흰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번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흔히 군락을 이룬다.

분포 ▶   양지바른 산과 들 / 중국, 러시아, 일본. 

218 각시둥굴레 백합과Polygonatum humile Fisch. ex Maxim. 
둥굴레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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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굴레 P. thunbergii 
 : 줄기는 중간부분 정도의 잎이 시작되는

   곳에서 비스듬히 선다.

늦둥굴레 P. infundiflorum  
 : 줄기는 곧게 서다  끝부분에서 휘어져

   아래로 쳐진다.

41

2

3

5

1. 꽃   2. 미성숙 열매(검게 익는다)   3. 잎뒷면과 줄기   

4. 전체 모습   5. 산둥굴레 P. thunbergii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에 2~4개의 

꽃이 핀다. 작은꽃자루는 길이 약 8mm정도 이다. 

화관은 가운데 부분이 좁은 표주박모양으로 연한 

황녹색이고, 수술대는 원주형으로 윗쪽의 안쪽에 

붙어있고, 꽃밥은 화살촉 모양이다. 암술대는 흰실모양 

가늘고, 털이 없으며 광택이 있고 길이는 6.5mm정도 

이고, 암술머리는 머리모양으로 꽃밥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열매 ▶   장과는 둥글며 검게 익는다. 

잎 ▶    2줄로 어긋나게 나며, 길이 11~15cm로 10~15개 정도가 

달리며, 잎뒷면과 가장자리는 돌기가 없어  매끄럽고, 

잎끝은 뾰족하다.

줄기 ▶   높이 50~75cm정도, 곧게 서다 끝 부분이 휘어져 아래로 

쳐진다. 능각이 없이 매끈하며 횡단면은 둥글다. 

뿌리 ▶   지하경은 옆으로 뻗어 나간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도 안산, 충북 대전

219 백합과늦둥굴레 Polygonatum infundiflorum Y.S.Kim et al. 

1mm
잘록한 통부

잘록한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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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굴레 둥굴레 P. odoratum var. pluriflorum 늦둥굴레

 : 꽃부리통부는 연한 녹색으로

   표주박 모양, 줄기는 둥글고 

   능각이 없다.

둥굴레

 : 꽃부리통부는 흰색, 긴 종모양,

   줄기에 6개 정도의 

   능각이 있다. 

능각

41

2

3

1. 꽃   2. 열매   3. 줄기의 능각   4. 전체 모습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윗부분은 흰색, 아래부분은 

녹색인 꽃 1~2개가 밑을 향해 달린다. 꽃은 통 모양 

이고 길이는 1.5~2cm로 끝이 6개로 갈라진다. 암술은 

1개, 수술은 6개이며 암술은 수술보다 길고, 수술대에 

잔돌기가 있고 꽃밥은 길이 4mm로 수술대와 길이가 

비슷하다. 꽃자루는 밑부분이 합쳐져서 꽃대가 된다.     

열매 ▶    둥근 장과는 검은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5~10cm, 너비 2~5cm로 

뒷면은 분백색이 돌고, 위쪽으로 치우쳐서 달리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    30~60cm로 6줄의 능각이 있으며, 곧게 서다가 윗부분 

에서 구부러지며 가지를 치지 않는다.

뿌리 ▶    육질의 희고 굵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지 / 중국, 러시아, 몽고, 일본. 

220 둥굴레 백합과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맥도둥굴레

능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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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둥굴레 P. cryptanthum  

: 꽃자루, 포, 잎뒷면에 유리조각 

같은 돌기가 있고, 꽃은 길이 

13mm이며, 암술이 수술보다 

짧고, 암술대가 자방 길이의 

2배정도인 것.

21

1. 꽃   2. 전체 모습

꽃 ▶    5~6월에  백녹색의 꽃이 잎의 겨드랑이에 달려 피며,  

길이 2.5cm로 털이 없다. 꽃자루는 길이 1~2cm 털이 

없으며 중·상부에 포가 달린다. 포는 길이 1.5~3cm, 

너비 1~2.5cm로서 안에 2개의 꽃이 들어 있으며 작은 

꽃자루는 길이 2~4mm이다. 수술대는 편평하고 

잔돌기가 있으며 꽃밥보다 약간 길고 꽃밥은 길이 

5mm이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흑감색으로 익는다.

잎 ▶    잎은 어긋나고 2줄로 배열되며 좁은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고, 길이 5~10cm, 너비 2.5~4cm로 양끝이 

좁으며, 짧은 잎자루가 있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다.

줄기 ▶   높이 20~60cm. 

뿌리 ▶   굵은 근경이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

221 백합과안면용둥굴레 Polygonatum desoulavyi Kom. 
금강용둥굴레, 안민용둥굴레, 조선용둥굴레

용둥굴레 안면용둥굴레 목포용둥굴레

미성숙한 꽃



      347 

잎자루

꽃 ▶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에 누른빛과 

푸른빛이 도는 타원형의 백색의 꽃이 달린다. 꽃은 

길이 15~20(25)mm이고 끝이 6개로 얕게 갈라지며 

수술대는 중부까지 화통에 합쳐지고 다세포의 길고 

부드러운 털이 밀생한다. 꽃자루는 길이 2~3cm로 

보통 1개의 꽃이 달리나 2개씩 달리는 것도 있다. 2개씩 

달리는 경우는 꽃자루가 중간에 2개로 갈라져 전체 

길이가 5cm 정도 된다. 

열매 ▶    장과는 구형이고 흑자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고 2열로 나며 난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6~11cm이고 양끝이 좁아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양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회백색이고 짧지만 분명한 

잎자루가 있다. 

줄기 ▶    높이 30~70cm 정도로서, 곧추 서나 위쪽은 비스듬히 

올라가며 능각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마디사이가 짧으며 지름 

3~8mm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남부 이남의 산지 / 일본.

222 죽대 백합과Polygonatum lasianthum Maxim.  
큰대잎둥굴레, 큰댓잎둥굴레

41

2

3

1. 꽃   2. 잎자루(짧지만 분명한 자루가 있다.)   3. 잎뒷면   

4. 전체 모습

잎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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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5 6

1. 꽃(미성숙)   2. 잎   3. 줄기   4. 전체 모습

5. 잎뒷면   6. 잎차례

꽃 ▶    5월에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자루에 (1)3~5개의 

꽃이 산방형으로 달리며 푸른 빛이 도는 백색이고, 

길이 2cm로 통형이며, 끝이 6갈래이다. 수술은 9개 

이며 수술대에 털이 없고 꽃밥은 길이 3mm로서 

수술대보다 짧다.    

열매 ▶   장과는 둥글고 검게 익는다. 

잎 ▶    잎은 어긋나고 2줄로 배열되며 피침형 또는 좁은 

피침형이고 길이 8~13cm, 너비 10~25mm로서 

밑부분이 좁아져 원줄기에 달리며 끝이 점차 좁아지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며 맥위에 돌기가 약간 

있다. 잎자루는 매우 짧다.

줄기 ▶   원줄기의 단면이 둥글며 높이 50~80cm로 곧게 서다가 

잎이 달리는 부분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자란다.

뿌리 ▶   둥굴레처럼 짧고, 굵고 마디가 있으며 가로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일본. 

223 백합과진황정 Polygonatum falcatum A.Gray 
대잎둥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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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둥굴레 층층갈고리둥굴레 층층갈고리둥굴레 P. sibiricum  

 :  꽃자루 길이는 3~7.5cm로 

층층둥굴레에 비해 훨씬 길어 꽃차례가 

아래로 길게 늘어지며, 잎끝이 

갈고리처럼 되어 뒤로 말린다. 주로 

작물로 재배하는 종이다. 

잎끝

꽃 ▶     꽃은 6월에 피며 연한 황색으로서 잎겨드랑이에 바퀴 

모양으로 달리고 짧은 꽃자루에 2개의 꽃이 밑을 향해 

달리며 작은포는 각각 2개씩이다. 꽃자루는 길이 2mm 

이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3mm이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검게 익는다.  

잎 ▶    잎은 3~5개가 돌려나기하며 좁은 피침형 또는 선형 

이고 큰것은 길이 11cm, 너비 5mm이지만 보통 길이 

5~11cm, 폭 5~10mm로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 

이며 양끝이 좁고 밑부분이 점점 좁아져서 직접 

원줄기에 달린다.

줄기 ▶    높이 30~90cm 정도.

뿌리 ▶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번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기도, 충북 단양군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224 층층둥굴레 백합과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수레둥굴레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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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5 6

1~3. 꽃   4. 전체 모습   5~6. 잎차례

꽃 ▶    5~6월에 피고 통형이며 연한 녹색이고 길이 22~ 

25mm로 안쪽 일부분에 수술대와 더불어 털이 있으며 

끝이 좁고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꽃자루는 길이 2.5~ 

4cm로 3~7개의 꽃과 더불어 같은 수의 포가 달리고 

포는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안쪽으로 약간 접히며 

길이 4~8mm로서 1맥이 있다. 꽃자루는 곧고 포와 

길이가 거의 비슷하며 꽃밥은 길이 4mm정도로 수술대 

길이의 1/2정도이다. 수술은 6개이며 끝이 편평하다.    

열매 ▶   장과는 1cm정도인 타원형으로 검게 익는다.

잎 ▶    2줄로 어긋나게 배열되고 길이 10~15cm, 너비 4~ 

7cm로 긴 타원형이며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백록색이다.

줄기 ▶   높이 30~80cm로 줄기는 둥글고 매끄러우며 곧게 

서고, 잎이 달리는 위쪽 줄기는 비스듬히 옆으로 서고 

능각이 있다.

뿌리 ▶   짧고, 굵고, 마디가 있으며 가로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일본. 

225 백합과퉁둥굴레 Polygonatum inflatum Kom.
퉁퉁굴레

5월8일

5월20일

6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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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7월에 잎 사이에서 나오는 긴 꽃줄기 위쪽에서 연한 

보라색 꽃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차례는 8~12cm 

이고 꽃자루는 3~5mm로, 꽃이 2~5개씩 마디마다 

모여 달리고 아래에서부터 피어 위로 올라가며 핀다. 

꽃잎은 6개로 난형이고 암술 1개, 수술 6개이다. 

꽃자루의 중앙 윗부분에 관절이 있다.

열매 ▶    장과로 둥글고 검게 익으며, 지름 7mm 정도이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고 납작한 선형으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진다. 길이 30~40cm, 너비 4~7mm로 7~11맥이 

있으며, 밑부분이 좁아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새싹을 내고, 일부 

수염뿌리의 끝부분에 땅콩같은 덩이뿌리가 달린다.

높이 ▶   25~40cm로 털이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226 개맥문동 백합과Liriope spicata  (Thunb.) Lour. 

41

2

3

1. 꽃   2. 열매   3. 잎뒷면 맥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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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열매   3. 잎뒷면의 맥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나오는 긴 꽃줄기 위쪽에서 진한 

보라색 꽃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차례는 8~12cm 

이고 꽃자루는 2~5mm로, 꽃이 3~5개씩 마디마다 

모여 달리고 아래부터 피어 위로 올라가며 핀다. 

꽃잎은 6개로 난형이고 암술 1개,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의 중앙 윗부분에 관절이 있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검게 익는다.

잎 ▶    뿌리에서 모여나고 길이 30~50cm, 너비 8~12 mm의 

납작한 선형으로 11~15맥이 있으며, 끝이 뾰족하고 

아래로 처지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밑부분이 가늘어져 

잎자루 비슷하게 된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는 줄기가 없으며, 굵고 짧으며 

많은 수염뿌리를 내고, 몇몇의 뿌리 끝부분에 땅콩같은 

덩이뿌리가 달린다.

높이 ▶   30~50cm로 털이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 산지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227 백합과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알꽃맥문동, 넓은잎맥문동

구분 맥문동 L. platyphylla 개맥문동 L. spicata  좀맥문동 L. minor 

잎
너비 8~12mm 4~7(8)m 1.5~3(4)mm

맥수
11~15맥 7~11맥

뿌리줄기 옆으로 기는 줄기가 없다. 옆으로 뻗는 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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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9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분홍색 꽃이 

총상꽃차례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핀다. 

꽃지름은 5~9mm이고, 꽃잎은 6개로 길이 3mm의 

도피침형이다. 암술은 1개이고 수술은 6개이다. 포는 

좁은 피침형으로 길이 1~2mm이고, 꽃자루는 길이 

5~12mm이다.

열매 ▶    둥근 도란상의 삭과는 길이 5mm 정도로 익으면 3개로 

갈라지고, 씨앗은 넓은 피침형으로 검다. 

잎 ▶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2개씩 뿌리에서 나온다. 길이 

15~30cm, 너비 4~6mm인 선형으로 다소 두껍고, 

표면은 둥글게 파지고 끝이 뾰족하며 털이 없다.

뿌리 ▶    비늘줄기는 난상 원형이고 길이 2~3cm로 껍질은 흑갈색 

이며 수염뿌리가 나온다.

높이 ▶   꽃줄기는 길이 20~50cm로 곧추 서고 털이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대만, 일본. 

228 무릇 백합과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물구, 물굿, 물구지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갯무릇 : 5. 꽃   6. 잎   7. 뿌리)

갯무릇은 주로 해안가 바위 위에 

자라며 꽃이 빽빽히 모여달리고 

잎의 너비가 10mm 내외로 넓고 

두터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사종 특징비교

갯무릇 S. scilloides var. litoralis 

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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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잎   3. 줄기   4. 전체모습   

꽃 ▶    7월에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1~9송이의 황적색의 

작은 꽃이 땅을 향하여 핀다. 꽃잎은 피침형으로 6장 

이고 뒤로 완전히 말리며, 길이 3~4cm로 뚜렷하지 

않은 반점이 있다. 암술대는 씨방보다 짧고, 수술 6개는 

길게 꽃 밖 으로 나오고, 꽃밥은 붉은색이 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이고 길이 3~4cm로 익으면 3개로 

갈라진다. 씨앗은 길이 6mm 정도로 납작한 갈색이다.  

잎 ▶    어긋나는 선형 또는 넓은 선형으로 다닥다닥 달리고, 

털이 없으며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길이는 

5~13cm, 너비 3~6mm이다.

줄기 ▶   높이 30~100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비늘줄기는 둥글고 지름 3~5mm로 매우 작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의 낮은 지역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29 백합과땅나리 Lilium callosum Siebold & Zucc. 
작은중나리, 애기중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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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월에 원줄기 끝이나 줄기 윗부분에서  짙은 황적색의 

꽃이 옆을 향해 핀다. 꽃잎은 6개로 피침형, 아래꽃잎 

2장의 사이가 특히 넓고, 길이 4cm, 너비 8mm로 

안쪽에 짙은 자갈색 반점이 있다. 암술과 수술은 꽃잎 

보다 짧고 암술대는 자방보다 길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위가 편평하고, 세로로 능선이 지며, 

짧은 날개가 있다. 

잎 ▶    5~15개의 긴 타원형의 잎이 줄기 가운데에 돌려 나며, 

길이 10cm, 너비 1.5~3cm로 털이 없고 양끝이 좁으며 

잎자루가 없다. 원줄기 윗부분에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작다.

줄기 ▶    80cm정도이며 곧추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비늘줄기는 흰색으로 둥글고 반점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230 말나리 백합과Lilium distichum Nakai Kamib.
왜말나리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은 하늘을 향해 피며 

저지대의 산지에 주로

자생한다.

꽃은 옆을 향해 피고

아래쪽의 꽃잎 2장의 간격이 

넓게 벌어지며

주로 고산지대 산지에 

자생한다.

유사종 특징비교

하늘말나리 L. tsingtauense 말나리 L. distichum  



35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흰꽃)

꽃 ▶    꽃은 7~8월에 피며 1~4개가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밑을 향해 달린다. 화피열편은 길이 25~40mm, 너비 

8mm정도로 짙은 홍자색이지만 안쪽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뒤로 말리며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은 길게 꽃 

밖으로 나온다.    

열매 ▶   삭과는 넓은 도란형이고 끝이 편평하며 3개로 갈라져서 

갈색 씨앗이 나온다.   

잎 ▶    어긋나며 다닥다닥 달리고 길이 10~15cm, 폭 1~5mm로 

가는 선형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고 좁아지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는 70cm에 달하고 곧게 서며 털이 없고 짙은 

녹색이다.

뿌리 ▶   비늘줄기는 길이 3cm, 지름 2cm정도로 난상 타원형이다.

높이  ▶   약 70cm 정도.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기도, 경남북 / 중국,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31 백합과솔나리 Lilium cernuum Kom. 
흰솔나리, 솔잎나리, 검솔잎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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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4~20송이의 황적색 

꽃이 약간 아래를 향해 핀다. 꽃잎은 피침형으로 6장 

이고 뒤로 말리며, 길이 6~8cm로 안쪽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암술 1개와 수술 6개는 꽃 밖으로 완전히 

나오며, 꽃자루에는 털이 약간 있다.

열매 ▶    보통 열매를 맺지 않고, 새끼비늘줄기로 번식한다. 

잎 ▶    어긋나는 선형 또는 넓은 선형으로 털이 없거나 흰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잔돌기가 있다. 

길이는 8~15cm, 너비 5~12mm이다. 참나리와 달리 

잎겨드랑이에  살눈(주아)이 생기지 않는다.

줄기 ▶    높이 1~2m로 곧게 서고 잔돌기가 있으며, 털은 거의 없다.

뿌리 ▶    비늘줄기는 지름 3~4cm로 둥글고, 비늘줄기의 위에서 

뿌리가 돋으며, 긴 뿌리줄기의 곳곳에 새끼 비늘 

줄기가 생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경기도, 강원도 / 중국, 러시아, 일본.

232 중나리 백합과Lilium leichtlinii var. maximowiczii (Regel) Baker 
단나리

41

2

3

1~2. 꽃   3. 줄기   4. 전체모습   

중나리와 달리 잎겨드랑이에 

1개의 살눈이 생기며 줄기에 

털이 있다.

유사종 특징비교

참나리 L. lancifolium

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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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열매   3. 줄기   4.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서 1~6송이의 짙은 황적색 꽃이 

약간 아래를 향해 핀다. 꽃잎은 피침형으로 6장이고 

뒤로 말리며, 길이 4~7cm, 너비 1~1.5cm로 끝이 

둔하고 안쪽에 자주색 반점이 많다. 암술 1개와 수술 

6개는 꽃 밖으로 길게 나오며, 꽃밥은 황적색이다.    

열매 ▶   넓은 타원형의 삭과로 익으면 3갈래로 벌어진다. 

씨앗은 8mm 정도의 납작하고 연한 갈색이다.

잎 ▶    어긋나는 피침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양면에 

잔털이 밀생하며 잎자루가 없다. 길이 3~7cm, 너비 

3~8mm로 끝이 둔하다.

줄기 ▶   높이 30~90cm로 곧게 서고, 전체에 잔털이 밀생한다.

뿌리 ▶   비늘줄기는 난상 타원형의 흰색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일본, 러시아.

233 백합과털중나리 Lilium amabile Palib. 
털종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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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서 1~5송이의 짙은 

황적색 꽃이 하늘을 향해 핀다. 꽃잎은 피침형으로 

6장이고 옆으로 퍼지며, 길이 2~5cm로 끝이 둔하고 

안쪽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암술대 길이는 자방과 

비슷하며, 수술 6개는 꽃잎보다 짧고 꽃밥은 붉다.

열매 ▶    좁고 긴 도란형의 삭과로 위가 편평하고 익으면 3갈래로 

벌어진다. 

잎 ▶    어긋나는 선형 또는 넓은 선형으로 원줄기에 돌려 

나듯이 다닥다닥 달린다. 길이 3~10cm, 너비 3~ 

6mm로 털이 없고 잎자루가 없으며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있다.

줄기 ▶   30~80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비늘줄기는 난형의 흰색으로 작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234 하늘나리 백합과Lilium concolor Salisb.  

41

2

3

1. 꽃   2. 열매   3. 줄기   4. 전체모습

5. 꽃봉오리(흰털로 덮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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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5. 4월에 나온 어린개체들

꽃 ▶    6~7월에 원줄기 끝부분에서 1~6개의 황적색 꽃이 

위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6개이고 피침형이며, 길이 

4~5cm로 자갈색 반점이 많이 있고 약간 뒤로 굽는다. 

암술은 수술과 길이가 비슷하며 꽃잎보다 짧고, 암술대는 

자방보다 훨씬 길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6개의 능선이 있으며, 씨앗은 8mm의 

삼각상 도란형으로 갈색이며 납작하다.

잎 ▶    원줄기에 돌려나는 커다란 잎과 그 위에 어긋나는 작은 

잎이 있으며 잎자루가 없다. 6~12장의 돌려나는 잎은 

도란상 타원형으로 길이 5~15cm, 너비 2~5cm로 끝이 

급하게 뾰족하여지고 밑부분은 서서히 좁아진다. 

어긋나는 잎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줄기 ▶   높이 50~130cm로 곧게 선다.

뿌리 ▶   비늘줄기는 둥근 난형으로 길이 2~3cm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숲속 / 중국.

235 백합과하늘말나리 Lilium tsingtauense Gilg
우산말나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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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딴그루이고, 4월에 잎과 함께 올라온 꽃줄기 끝에 

길이 4~5mm인 연한 홍자색 꽃 1~3송이가 핀다. 

꽃잎은 6장으로 긴 타원형 또는 좁은 난형이고, 끝이 

둔하다. 암꽃은 암술 1개가 있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수꽃의 수술은 6개이다. 포는 얇은 막질의 

난형으로 길이 6~7mm로 갈라지지 않는다.

열매 ▶    둥근 삭과이며 씨앗은 검다.

잎 ▶    1~2개가 비늘줄기에서 나고, 길이 10~20cm, 너비 

3~8mm인 선형 또는 넓은 선형이며, 단면이 초승달 

모양이고, 9~13맥이 있다.

뿌리 ▶    비늘줄기는 흰색의 넓은 난형이며, 길이 6~10mm로 

껍질이 두껍고, 2~6개의 어린 구근이 붙어 있다.

높이 ▶   꽃줄기는 길이 15~30cm로 자라면서 비스듬히 눕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236 달래 백합과Allium monanthum Maxim. 
들달래, 쇠달래, 애기달래

21

3

1. 꽃   2. 포(포엽)   3. 전체모습   

1cm

포(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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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3. 꽃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꽃줄기 끝에 달리는 우산꽃차례에 연분홍색 

또는 흰색의 꽃이 공처럼 둥글게 모여 핀다. 길이 

4~5mm인 연한 홍자색 꽃 1~3송이가 핀다. 꽃잎은 

6장으로 난상 피침형이고 길이 4mm정도 이며 끝이 

둔하다. 꽃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살눈으로 변하기도 

한다. 포는 얇은 막질의 난형으로 꽃이 피기 전에 

꽃차례를 완전히 둘러싸며, 꽃자루의 길이는 1.5cm이다.    

열매 ▶   둥근 난상의 삭과이다.

잎 ▶    꽃줄기 밑부분에서 지름 2~3mm인 선형의 잎 2~4개가 

어긋나게 나오며, 흰빛이 도는 연한 녹색이다. 밑부분은 

꽃줄기를 감싸고 단면은 삼각형이며, 표면에 얕은 홈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뿌리 ▶   비늘줄기는 넓은 난형 또는 원형이고 지름 1.5cm로 

흰색 막질로 덮여 있다.

높이 ▶   꽃줄기는 높이 40~60cm로 곧추 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대만, 몽골, 일본. 

237 백합과산달래 Allium macrostemon Bunge 
들달래, 돌달래, 달래, 원산부추, 큰달래, 달룽게

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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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7월에 피며 긴 꽃대 끝에 산형꽃차례로 달린다. 

꽃자루는 길이 1.5~3cm이고, 포는 난형으로 2개로 

갈라지며, 화피는 긴 타원형으로서 길이 5~6mm이며 

6장이다. 수술 및 암술대는 화피보다 길며 꽃밥은 

노란빛을 띤 녹색이다.

열매 ▶    삭과로 거꾸로 된 심장모양이고 8~9월에 익으며 

씨앗은 검다.

잎 ▶    잎은 2~3개씩 달리며 특유의 마늘냄새가 난다.  

길이는 20~30cm, 너비는 3~10cm로서 타원형 또는 

좁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광택이 없다. 

잎자루 밑부분은 잎집으로 되고 윗부분에 흑자색 

점이 있다.

줄기 ▶    비늘줄기는 피침형이고 길이 4~7cm이며 그물같은 

섬유로 덮여 있으며 갈색이 돈다.

높이 ▶   높이 40~70cm 정도.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의 높은 산, 경남 산청 /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238 산마늘 백합과Allium microdictyon Prokh.   

41

2

3

1~2. 꽃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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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41

2

3

1. 꽃   2. 씨앗이 떨어지기 전 모습   3. 줄기 밑부분   4. 전체모습

5. 산부추   6. 참산부추(a-잎단면, b-잎앞면, c-줄기 밑부분)

꽃 ▶    9~10월에 길게 자란 꽃줄기 끝에 홍자색 꽃이 공처럼 

둥글게 산형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타원형이고 길이 4~5mm로 끝이 둔하며 뒷면에 

녹색의 줄이 있다. 수술은 6개이고 꽃잎보다 길게 

나오며, 꽃밥은 자주색이다. 포는 넓은 난형으로 갑자기 

끝이 뾰족해지며, 꽃자루의 길이는 1~1.5cm이다.    

열매 ▶   삭과는 삼각상의 난형으로 3개의 능선이 있고 끝에 

뾰족한 암술머리 흔적이 있으며, 씨앗은 검다.

잎 ▶    너비 2~5mm의 긴 선형으로 2~3장이 나며, 비스  

듬히 위로 퍼지고 다소 육질이며, 흰빛이 도는 녹색 

으로 단면은 삼각형이고 속이 차 있다. 잎집(엽초)이 

참산부추에 비해 짧게 발달하고 잎집은 땅속에 묻혀 

있다.(사진3, 5)

뿌리 ▶   비늘줄기는 길이 2cm의 난상 피침형이고 껍질은 약간 

두껍고 갈색이 돈다.

높이 ▶   30~60cm 정도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대만, 일본. 

239 백합과산부추 Allium thunbergii G.Don 
산달래, 맹산부추, 참산부추, 왕정구지, 

잎의 단면은 U자, V자, 

ㅡ자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참산부추는 잎뒷면의 맥이 

돌출하는 경우가 많고, 

산부추에 비해 잎집이 길게 

돌출한다.

a

b
c

5 6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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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8~9월에 길게 자란 꽃줄기 끝에 홍자색의 꽃이 지름 

3~4cm인 산형꽃차례로 둥글게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 5mm, 너비 3mm로 

끝이 둔하다. 수술은 6개이고 꽃잎보다 길며, 꽃밥은 

자주색이다. 포는 둥근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꽃자루의 

길이는 1~1.2cm이다.

열매 ▶    삭과는 삼각상의 난형으로 3개의 능선이 있고 끝에 

뾰족한 암술머리 흔적이 있다.

잎 ▶    뿌리에서 나온 2~3개의 긴 선형의 잎은 밑부분이 

꽃대를 둘러싸고 편평하며, 아래쪽 뒷면에 중앙맥이 

밖으로 나온다. 밑부분의 잎집(엽초)은 땅밑에 묻히는 

산부추와 달리 땅위로 길게 돌출한다.(사진2)

뿌리 ▶    비늘줄기는 길이 1~1.5cm의 난상 타원형이고 껍질 

겉에 섬유가 남지 않는다.

높이 ▶   60cm정도까지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몽골, 러시아.

240 참산부추 백합과Allium sacculiferum Maxim.    
산부추, 산부치

31

2

1. 꽃   2. 줄기 밑부분   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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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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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 모습

꽃 ▶    7~8월에 잎 가운데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길이 4.5~ 

5cm인 종모양의 연보라색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 옆을 

향하여 밀생하여 핀다. 꽃부리는 끝이 6개로 갈라지고 

끝이 살짝 뒤로 젖혀지며, 수술은 6개이고 꽃부리와 

길이가 비슷하며 암술과 함께 끝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진다. 포는 타원형이고 길이 2cm로 끝이 뾰족하고 

꽃자루는 길이 4~6mm이다.    

열매 ▶   긴 원통형의 삭과는 길이 2.5~2.7cm로 황갈색으로 

익고, 씨앗은 검은색으로 편평하고 긴 타원형이며 길이 

9mm 정도로 날개가 있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 10~16cm, 

너비 5~7.7cm로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이고 밑부분은 

심장모양, 끝부분은 뾰족하며 잎자루가 길다.

줄기 ▶   높이 50~70cm로 약간 비스듬하게 선다.

뿌리 ▶   굵은 수염뿌리가 많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일본. 

241 백합과일월비비추 Hosta capitata (Koidz.) Nakai  
방울비비추, 산지보, 비녀비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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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잎 가운데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종 모양의 

연보라색 꽃이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서로 가깝게 모여 

달리므로 전체적으로는 머리모양 비슷하게 된다. 

꽃부리는 길이 5cm 정도로 끝이 6개로 갈라지고 끝이 

뒤로 젖혀지며, 암술 1개와 수술 6개는 꽃부리 바깥 

으로 길게 나온다. 포는 피침형으로 꽃이 핀 후에도 

남아 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황갈색으로 익고, 씨앗은 검고 

편평한 긴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다.

잎 ▶    뿌리에서 모여 나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 8~10cm 너비 

4~5cm이며 전체적으로 작다. 밑부분은 얕은 심장 

모양으로 갑자기 긴 잎자루로 흐르며 끝은 뾰족하며 

잎맥의 수는 3~4쌍이다.

줄기 ▶    높이 20~30cm로 곧게 또는 약간 비스듬히 서고 능선 

(종주선)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끈 모양의 수염뿌리가 많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비고 ▶   한국 특산식물, 흰꽃이 피는 것을 흰좀비비추라 한다.

242 좀비비추 백합과Hosta minor (Baker) Nakai     
작은비비추, 조선비비추

41

2

3

1. 꽃   2. 줄기(능선이 있다)   3. 잎   4. 전체 모습

흰좀비비추 Hosta minor f. a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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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꽃   2. 수꽃   3. 미성숙 열매   4. 잎   5. 전체모습(수그루)

6. 꽃차례(수그루)   7. 엽상지(葉狀枝)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 1~2개의 황록색   

종 모양의 꽃이 핀다. 길이는 6~7mm이며, 꽃잎은 

6개로 뒤로 젖혀진다. 암꽃은 암술 1개,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꽃은 수술 6개로 주황색 꽃밥이 

있다. 꽃자루는 7~30mm로 중간 윗부분에 관절이 있다.     

열매 ▶   둥근 장과는 지름이 8~10mm로 붉게 익으며, 씨앗은 

3.5~4mm로 검고 둥글다. 

잎 ▶    잎은 퇴화되어 원줄기와 잔가지에 막질 형태로 남아 있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곧추 서며 위로 뻗는 가지가 있다. 

잔가지에는 3개의 능선이 있고 능선 위에 잔돌기가 

있어 거칠다. 잎처럼 보이는 가지(엽상지)는 1~8개씩 

달리고,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곧고, 길이 1~3.5cm로 

능각이 있는 짙은 녹색이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뿌리가 길게 뻗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풀밭 / 중국, 러시아, 일본.

243 백합과방울비짜루 Asparagus oligoclonos  Maxim.  
참비짜루, 방울비자루, 새방울비짜루

잎

엽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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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 2~6개의 연록색 

꽃이 모여 핀다. 꽃은 종모양이고 길이는 2.5~3mm이며, 

꽃자루는 1~2mm로 매우 짧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암꽃은 암술 1개, 퇴화된 수술 6개로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꽃은 수술 6개로 주황색 꽃밥이 있다. 

열매 ▶    둥근 장과는 지름이 5~6mm로 붉게 익는다.

잎 ▶    잎은 퇴화되어 원줄기와 잔가지에 아래로 향한 가시 

또는 막질 형태로 남아 있다.

줄기 ▶    높이 50~100cm로 둥글고 능선이 있으며,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휘어지고, 잎처럼 보이는 길이 1~2cm의 

좁은 선형의 가지(엽상지葉狀枝)는 한쪽에 능선이 있어 

삼각형이 되고, 비스듬히 굽으며, 끝이 뾰족하며 보통 

줄기에 3~7개씩 달린다. 잔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가 비스듬히 아래를 향하고, 여러 개의 

뿌리가 아래로 길게 뻗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44 비짜루 백합과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닭의비짜루, 빗자루, 노간주비짜루, 노간주빗자루, 덩굴비짜루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엽상지   5. 전체모습(암그루)

6. 잎과 엽상지   7. 미성숙 열매

잎

엽상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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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수그루의 수꽃)   2. 열매   3. 잎과 엽상지(葉狀枝)   

4. 전체모습(수그루)   5. 미성숙 열매   6. 성숙한 열매

꽃 ▶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 1~3개의 백록색 

꽃이 핀다. 길이는 3mm이며, 꽃잎은 6개로 좁은 선상 

타원형으로 뒤로 젖혀진다. 암꽃은 암술 1개, 암술머리는 

3갈래지고, 수꽃의 수술 6개는 꽃잎보다 짧다. 

꽃자루는 2~5mm로 중앙부에 관절이 있다.     

열매 ▶   둥근 장과는 지름이 6mm정도로 반투명한 흰색이고, 

씨앗은 4mm정도로 검고 둥글다. 

잎 ▶    잎은 퇴화되어 막질로 되거나 가시 형태로 남아 있다.

줄기 ▶   길이 1~2cm로 덩굴성이며, 아래는 목질화 된다. 

잎처럼 보이는 잔가지(엽상지葉狀枝)는 1~3개씩 모여 

달리고,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길이 1~2cm, 너비 

1mm 정도로 활처럼 굽고 광택이 있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가 있고, 가늘고 긴 뿌리 끝에 고구마같은 

덩이뿌리가 여러 개 달린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바닷가의 해안과 산지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비슷한 비짜루는 열매가 붉게 익고, 열매자루는 매우 

짧아 없는듯이 보인다.

245 백합과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부지깽이나물, 호라지좃

잎

엽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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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흰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꽃이 산방꽃차례로 하늘을 향해 핀다. 꽃잎조각은 

6개로 겉에 털이 있으며, 밑부분에 주머니같은 돌기가 

있고 아래로 처진다. 꽃술은 윗부분이 뒤로 말리고,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 후 끝이 다시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 ▶    삭과는 피침형이고 길이 2cm로 능선을 따라 털이 있고,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씨앗은 지름 1.5mm쯤의 

납작한 타원형이다.  

잎 ▶    어긋나며 넓은 타원형 또는 도란상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며 원줄기를 거의 둘러싸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길이는 5~13cm, 너비 3~6mm로 

양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40~90cm로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짧은 뿌리줄기에서 뿌리가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일본,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246 뻐꾹나리 백합과Tricyrtis macropoda Miq. 

1. 꽃   2. 열매(갈색으로 익는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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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검은삿갓나물(P. verticillata var. nigra )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돌려난 잎 가운데에서 길이 5~15cm인 

꽃자루가 나와 끝에 1송이의 녹황색 꽃이 하늘을 

향하여 핀다. 바깥꽃잎은 4장이고 길이 2~4cm, 너비 

5~15mm인 넓은 피침형의 녹색으로 옆으로 퍼지고 

끝이 뾰족하며, 안쪽꽃잎은 길이 1.5~2cm인 황록색의 

실모양으로 나중에 아래로 처진다. 씨방은 검은색으로 

암술대는 4개이며, 수술은 8~10개로 5~8mm이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 ▶   둥근 장과는 흑자색으로 익는다. 

잎 ▶    원줄기 끝에서 6~8개의 좁고 긴 타원형의 잎이 돌려 

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자루와 털이 없다. 길이 

3~10cm, 너비 1.5~4cm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점차 좁아지며 3맥이 있다.

줄기 ▶   높이 20~40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고, 마디마다 잔뿌리가   

몇 개씩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47 백합과삿갓나물 Paris verticillata M.Bieb. 
자주삿갓나물, 삿갓풀, 자루삿갓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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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원줄기 끝의 총상꽃차례에 양성화인 꽃이 

모여 피며, 꽃차례는 가지를 치기도 한다. 처음에는 

녹색으로 피었다가 점차 진한 홍자색으로 변하며 

지름은 4.5~5mm이고, 꽃잎은 6장이고 길이가 2mm 

정도의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뒤로 말리기도 한다. 

암술은 1개이며 자방은 3실이고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3~7mm이며 옆으로 퍼진다.

열매 ▶    장과는 둥글고 붉게 익으며, 씨앗은 둥근 다갈색이다. 

잎 ▶    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으며, 길이 

6~11cm, 너비 2.5~5cm로 털이 거의 없으며, 뒷면    

맥 위에 잔돌기가 약간 있다.

줄기 ▶    30~45cm로 비스듬히 서며 털이 거의 없다.

뿌리 ▶   굵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비고 ▶   한국 특산식물,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48 자주솜대 백합과Smilacina bicolor Nakai
차색솜죽대, 자주솜때, 자주지장보살

1~3. 꽃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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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6. 전체모습   

5. 어린개체  

꽃 ▶    5~7월에 원줄기 끝의 겹총상꽃차례에서 양성화인 

흰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긴 타원형이고 길이 

4mm, 나비 1.5mm정도로 끝이 둔하다. 꽃자루는 길이 

2~5mm이며 꽃차례에 털이 많다.     

열매 ▶   장과는 둥글고 붉은색으로 익는다. 씨앗은 둥글고 지름 

4mm쯤으로 붉다. 

잎 ▶    2줄로 5~7매가 어긋나게 달리고 긴 타원형, 타원형, 

또는 난형이며, 길이 6~15cm, 너비 2~5cm로서 끝이 

뾰족하며 밑은 둥글며, 양면에 거센 털이 있고 특히 

뒷면에 많다.

줄기 ▶   20~50cm로 비스듬히 서며 위로 올라갈수록 털이 

많아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지름 4~7mm의 원주형으로 옆으로 뻗으며 

볼록한 마디가 여러 개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잎의 크기가 길이 15cm, 너비 6~10cm인 것을 왕솜대   

S. japonica var. mandshurica라 한다.

249 백합과풀솜대 Smilacina japonica A.Gary  
솜대, 솜죽대, 솜때, 지장보살, 왕솜대, 품솜대, 큰솜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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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위쪽의 가지 끝에서 연녹색 꽃 1~2개가 밑을 

향해 달리며, 꽃잎은 6장이며 길이 15~18mm로 끝이 

날카로운 피침형이다. 암술은 1개로 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암술대는 길이 5~7mm로 씨방 길이의 2배 

이며, 수술은 6개로 꽃잎 밑에 달리며, 수술대는 길이 

5~6mm로 꽃밥 길이의 2배이다.

열매 ▶    장과로 지름 7mm정도이며, 둥글고, 흑색으로 익는다. 

씨앗은 둥글고 4mm쯤의 갈색이다. 

잎 ▶    어긋나는 난상 긴 타원형으로 길이 4~7cm, 너비 

1.5~3.5cm로 끝이 뾰족하고 밑은 둥글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줄기 ▶    15~40cm로 곧게 서다가 중간 이상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휘어지며, 보통 가지를 치지 않지만, 간혹 

1~2개의 가지를 치기도 한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는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보통 큰개체군을 지어 자란다.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250 애기나리 백합과Disporum smilacinum A.Gray
가지애기나리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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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위쪽의 가지 끝에서 연녹색의 꽃 1~3송이가 

밑을 향해 달리며, 꽃잎은 6장이며 길이 15~18mm이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지고, 암술대는 

길이 4mm로 씨방과 길이가 같다. 수술은 6개로 꽃잎 

밑에 달리며, 수술대는 길이 4~6mm, 꽃밥은 길이 

3~4mm로 수술대와 꽃밥의 길이가 비슷하다.   

열매 ▶   장과로 둥글며 길이 15mm정도이며 흑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6~12cm, 너비 2~5cm로 

3~5맥이 있으며, 끝이 급하게 뾰족하여 진다. 

가장자리와 뒷면 맥 위에 작은 돌기가 있다.

줄기 ▶   30~70cm로 곧게 서다가 위쪽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휘어지며, 여러 개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옆으로 길게 뻗는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애기나리(D. smilacinum )에 비해 가지가 많이 갈라 

지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크며, 열매의 크기(애기나리 

5~7mm)도 더 크다.  

251 백합과큰애기나리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중애기나리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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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1. 꽃   2. 열매   3. 잎 밑부분   4. 전체모습   

5. 어린개체   6. 꽃차례   7. 미성숙열매

꽃 ▶    4~6월에 위쪽의 가지 끝에서 노란색의 꽃 1~3송이가 

밑을 향해 달리며 길이는 2cm정도이다. 꽃잎은 6장 

이고 도피침형으로 밑부분이 좁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의 가장자리와 안쪽에 털이 있다. 암술은 1개로 

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 ▶   장과는 타원형이고 지름 10mm안팎이며 흑청색으로 

익는다. 씨앗은 둥글고 지름 5mm정도며 갈색이다. 

잎 ▶    어긋나며 긴 타원형으로 길이 5~15cm, 너비 1.5~ 

4cm로 3~5(7)맥이 있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잎자루처럼 되어 줄기를 반 정도 감싼다.

줄기 ▶   30~60cm로 곧게 서며 위쪽에서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가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록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252 백합과윤판나물 Disporum uniflorum Baker
대애기나리, 큰가지애기나리, 금윤판나물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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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줄기 끝의 잎겨드랑이에서 1~3개의 녹색을   

띤 황백색 통모양의 꽃이 아래를 향해 달린다. 꽃잎은 

6장이고 주걱 모양이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 ▶    장과는 타원형이고 흑청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게 달리는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잎자루가 거의 없고 

잎의 밑부분이 줄기를 반쯤 감싼다.

줄기 ▶    30~60cm로 곧게 서며 위쪽에서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

뿌리 ▶   사방으로 뻗는 통통한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울릉도와 남부도서의 숲속 / 일본. 

253 윤판나물아재비 백합과Disporum sessile D.Don 

1. 꽃   2. 미성숙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어린개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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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뿌리에서 나온 15cm내외의 긴 꽃대 끝에 

홍자색의 꽃이 1송이가 아래를 향하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피침형이고 뒤로 말리며, 길이 5~6cm, 너비 

5~10mm이며, 꽃 안쪽에 짙은 자줏빛의 W자형 무늬가 

있다. 암술은 1개로 암술머리는 3갈래이고 수술은 

6개이다.

열매 ▶    삭과는 넓은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3개의 능선이 있고, 

씨앗은 길이 6~7mm의 연노랑색이다.

잎 ▶    비늘줄기에서 좁은 난형 또는 긴타원형인 2장의 커다란 

뿌리잎이 지면 가까이에 펼쳐진다. 길이 6~12cm, 너비 

2.5~5cm로 두껍고 끝이 둔하며 가장자리가 밋밋  

하고 주름이 지며, 표면에는 보통 녹색바탕에 자주색 

얼룩무늬가 있으나 간혹 없는 것도 있다.

뿌리 ▶    비늘줄기는 길이 6cm, 지름 1cm로 길쭉하고 한쪽으로 

굽었으며, 땅속 25~30cm정도 깊게 들어 있다.

높이 ▶   15~20cm정도로 곧추 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큰 개체군을 이루며 자란다.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54 얼레지 백합과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가재무릇

1. 꽃   2. 미성숙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흰얼레지(E. japonicum f. album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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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겹총상꽃차례에 지름 

1cm인 짙은 자주색의 꽃이 피며, 밑부분에 수꽃, 

윗부분에 양성화가 달린다. 꽃잎은 6장이고 밑부분에 

흑자색의 반점이 있으며, 씨방은 난형으로 3개로 얕게 

갈라지며, 암술머리는 3개이고 수술은 6개이다. 

꽃차례는 가지를 치고 돌기같은 털이 있다. 포의 길이는 

작은꽃자루의 길이와 같거나 2배 이하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2~15mm로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좁은 피침형으로 원줄기의 중앙 이하에서 어긋나게 

달린다. 길이 20~35cm, 너비 3~5cm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서 잎집으로 되어 원줄기를 

완전히 감싸며, 위로 올라갈수록 선형으로 된다.

줄기 ▶   높이 40~60cm로 곧게 서고 돌기같은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섬유로 싸여 있으며, 밑에서 가는 

뿌리를 많이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이나 풀밭 / 일본.

255 백합과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기본종인 긴잎여로는 

여로에 비해 포의 길이가 

작은 꽃자루 길이의 2배 

이상 긴 것이 여로와 다른 

점이다. 

긴잎여로 
V. maackii 

여로 
V. maackii var. japonicum 

파란여로 

V. maackii var. parviflorum 



      381 

31

2

1. 꽃   2. 열매   3. 전체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원추꽃차례에 지름 

1cm인 흰색의 꽃이 핀다. 꽃잎은 6장이고 씨방은 

난형으로 3개로 얕게 갈라지며 암술머리는 3개이고 

수술은 6개이다. 꽃차례는 가지를 치고 돌기같은 털이 

있다. 포는 피침형으로 뒷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2~15mm로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긴 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원줄기의 중앙 이하에서 

어긋나게 달린다. 길이 20~35cm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서 잎집으로 되어 원줄기를 

완전히 감싸며,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 선형으로 된다.

줄기 ▶   높이 1m정도 곧게 자라고 돌기같은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섬유로 싸여 있고, 밑에서 

굵은 수염뿌리를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256 백합과흰여로 Veratrum versicolor 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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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 ▶    7~8월이 녹색꽃이 핀다. 원줄기의 끝의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꽃의 포는 피침형이고 수술과 화피 조각이  

각각 6개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원줄기 아랫부분에서 어긋나게 달리고 긴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며 길이 20~30cm로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잎집(엽초)과 연결된다.

줄기 ▶    높이100cm 정도 자란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으며 밑부분에 굵은 수염뿌리가 있다. 

뿌리줄기 윗부분과 원줄기 밑부분은 잎집이 썩어서 

남은 섬유(纖維)로 덮여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257 푸른여로 백합과Veratrum versicolor  f. viride Nakai 

1. 꽃   2. 열매(미성숙)   3. 잎   4. 전체모습

붉은여로는 

꽃잎이 갈색이며 꽃잎의 

밑부분에 여로 V. maackii 
var. japonicum와 같은 

흑자색의 반점이 없다.

흰여로 

V. versicolor 
붉은여로 

V. versicolor f. brunnea  
푸른여로

V. versicolor f. vi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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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원추꽃차례에 지름 

1cm정도인 검은 자주색의 꽃이 밀생하여 핀다. 꽃잎은 

6장이고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수술 6개는 꽃잎 

길이의 1/2 정도이다. 씨방은 난형이고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져 뒤로 젖혀진다. 꽃차례는 가지를 치고 

굽은 털이 밀생한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cm정도로 3갈래의 홈이 지고,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긴 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원줄기의 중앙 이하에서 

어긋나게 달리며, 첫 번째 잎은 길이 40cm 정도로 

대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져 

잎집(엽초)으로 되어 줄기를 감싸며, 잎모양과 크기는 

박새와 매우 비슷하다.

줄기 ▶    높이 1.5m정도로 곧게 서고 굽은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섬유로 싸여 있으며, 밑에서 굵은 

수염뿌리를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이나 풀밭 / 중국, 러시아.

258 참여로 백합과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검정여로, 큰여로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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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꽃   2. 열매   3. 푸른박새 V. dolichopetalum   4. 전체모습

5. 성장모습

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원추꽃차례에 연한 

녹백색의 꽃이 촘촘하게 핀다. 지름은 2.5cm로 꽃잎은 

6장이다. 씨방에 털이 있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 

지며 6개의 수술이 있다. 꽃차례에 꼬불꼬불한 털이 

밀생하며 포엽은 난형이다.  

열매 ▶   난상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2cm로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넓은 타원형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세로로 주름이 지며 

길이 15~30cm, 너비 10~20cm로 양끝이 좁고 뒷면에 

짧은 털이 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줄기 ▶   높이 1.5m 정도로 곧게 자라며 속이 비었고 원기둥 

모양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밑에서 굵고 긴 잔뿌리를 

많이 내며 독성이 강하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깊은 산의 습한 곳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꽃이 녹색으로 피는 것을 푸른박새라 하며,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에서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259 백합과박새 Veratrum oxysepalum Turcz. 
묏박새, 꽃박새, 넓은잎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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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연영초 

수술의 꽃밥 길이는 수술대의 길이와 거의 

같다.(꽃밥의 길이 : 4~8mm) 울릉도에 

자생한다.

연영초

수술의 꽃밥의 길이는 수술대 보다 약3배 

정도 길다.(꽃밥의 길이 : 9~12mm)

유사종 특징비교

큰연영초 Trillium tschonoskii

41

2

3

꽃 ▶    5~6월에 돌려난 잎 가운데에서 1개의 꽃자루가 나와 

끝에 1송이의 흰꽃이 핀다. 꽃잎은 난형 또는 타원형 

으로 끝이 둔하고 길이는 2.5~4.5cm이다. 꽃받침은 

3개이고 넓은 피침형으로 녹색이며 길이는 2.5~4cm 

이다. 씨방은 흰색의 원추형으로 암술대는 3개이며 

6개의 능선이 있고, 수술은 6개이고 수술대는 길이 

3~5mm이며, 꽃밥은 노란색으로 길이 9~12mm정도 

로서 수술대보다 약 3배 정도 길다.

열매 ▶    장과는 지름 15mm 정도로 난형이며 6개의 능선이 있고 

황녹색으로 익는다.

잎 ▶    원줄기 끝에서 3장의 넓은 난형의 잎이 돌려 난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7~17cm로 잎자루가 없고, 가장 

자리는 밋밋하고 끝이 뾰족하며 3~5맥이 있다. 

줄기 ▶    높이 20~40cm로 곧게 또는 비스듬히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가 많이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260 연영초 백합과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큰꽃삿갓풀, 왕삿갓나물, 연령초, 큰연영초, 큰연령초 

1. 꽃   2. 꽃자루   3. 새싹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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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3~14 

송이의 오렌지빛 황색의 꽃이 낮에 핀다. 꽃잎은 6장 

이고 도란형으로 길이 7~9.5cm, 너비 1.3~2.8cm이고 

통부의 길이는 2~3cm이다. 꽃자루는 5cm 이상으로 

3회이상 깊게 가지를 치고, 꽃밥은 갈색으로 길이 5~ 

9mm이다. 포는 난형 또는 피침형이고, 꽃에 향기가 없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3개의 능선이 있고, 씨앗은 검은색 

으로 광택이 있고 마름모모양이다.

잎 ▶    선형으로 뿌리에서 마주나고 얼싸 안으며, 길이 50~ 

100cm, 너비 1.5~2cm로 표면에 1개의 깊은 골이 지고, 

윗부분이 활처럼 뒤로 쳐지고 끝이 뾰족하다. 

줄기 ▶    높이 50~100cm 정도로 곧게 선다.

뿌리 ▶    방추형의 덩이뿌리와 굵은 수염뿌리가 나며, 땅속 

줄기는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저지대 해안가~고산지대까지, 동속 중에서 가장 

흔하며, 폭 넓게 널리 분포한다.

비고 ▶   한국 특산식물.

261 백운산원추리 백합과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1. 꽃   2. 미성숙 열매    3. 어린개체   4. 전체 모습

5. 부산 바닷가   6. 정선군 동강   7. 남덕유산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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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미성숙 열매    3. 전체 모습

꽃 ▶    (6)7~8(9)월에 잎 중앙에서 꽃대가 나와 1m이상 자라 

면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꽃은 노랑색으로 해질 

무렵부터 피기 시작하여 다음날 해뜰무렵이면 꽃이 

지는 야간개화형으로서, 꽃자루는 길이 1~2cm이며 

포는 선상 피침형이다. 외꽃덮이는 도피침형으로 끝이 

둔하고 약간 파지며, 내꽃덮이는 주걱모양 비슷하고 

너비 2.8cm이내로 끝이 둔하며 약간 파진다. 수술은 

6개이고 꽃덮이보다 짧다. 

열매 ▶   삭과는 도란형이고 길이 2.5~3.8cm, 지름 21mm로서 

끝이 둔하며 약간 파지고 밑으로 갑자기 좁아진다. 

씨앗은 길이 6mm정도의 흑색 타원형이며 광택이 있다.

잎 ▶    잎은 2줄로 돋고 부채처럼 퍼지지만 거의 곧추 서며 

윗부분만이 뒤로 처지고 길이 60~90cm, 너비 20~ 

40mm로 선형이며, 휘어져 밑으로 드리운다.

줄기 ▶   높이 100cm 이상 자란다.

뿌리 ▶   굵은 뿌리가 근경에서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남북.

262 백합과노랑원추리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골잎원추리, 저녁원추리(북한명)

내꽃덮이(내화판)

외꽃덮이(외화판)

오전 8시50분

오후 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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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월에 피고 꽃대는 높이 40~70cm이며 꽃차례는 매우 

짧고 큰 포안에 2~4개의 꽃이 달리며 등황색이다. 

꽃은 길이 8~10cm, 지름 7cm정도이고, 내꽃덮이 

(내화피)는 너비 2~2.5cm로서 좁은 도란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판통은 길이 1~1.5cm이다. 6개의 수술은 

꽃덮이(화피)보다 짧고 암술대는 수술보다 길다. 포는 

난상피침형으로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열매 ▶    삭과는 넓은 타원상 원형이며 씨앗은 흑색이다.

잎 ▶    길이 30~60cm, 너비 1.5~2.5cm로서 마주나며 서로 

얼싸안고, 밝은 녹색이며, 윗부분이 활처럼 굽어서 뒤로 

젖혀지고 깊게 골이 진다.

뿌리 ▶    굵은 뿌리가 뿌리줄기에서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높은 산지 / 중국, 러시아, 일본.

263 큰원추리 백합과Hemerocallis middendorffii Trautv. & C.A.Mey.  
겹원추리, 겹넘나물, 금원추리 

1. 꽃   2~3. 포(포엽)   4. 전체 모습

포 (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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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꽃은 주황색, 길이 10~13cm로 짧은 꽃대축 끝에 6~ 

8송이씩 총상으로 달리며 포는 선상피침형으로 길이 

1.5~2cm이며 꽃대의 길이 3~5cm, 화관통의 길이 

2~3cm, 내꽃덮이(내화피)는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가장자리는 막질이며, 수술은 6개로 화관통 위쪽에 

달리며 꽃밥은 선형이고 노란색이다.

열매 ▶   삭과로 넓은 타원형이며 세모지고 씨앗은 흑색이다.

잎 ▶    얇고 선형이며, 길이 60~80cm, 너비 1.2~2.5cm로 

밑에서 2줄로 마주나며 끝이 둥글게 뒤로 젖혀지고 

흰빛이 도는 녹색으로 단단하다.

줄기 ▶   높이 100cm 내외.

뿌리 ▶   방추형으로 과근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재배종(원예용) / 중국, 일본 등지.

264 백합과원추리 Hemerocallis fulva (L.) L. 
홑왕원추리, 넘나물, 겹첩넘나물, 들원추리, 큰겹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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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미성숙 열매(붉게 익는다.)   3. 잎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뿌리에서 나오는 긴 꽃줄기에 길이 6~8mm인 

흰꽃 10송이 내외가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은 종모양 

이고 끝이 6개로 갈라져서 뒤로 조금 말리며, 암술은 

1개, 수술은 6개이다. 포는 막질로 넓은 선형 또는 

피침형이며 길이 6~12 mm인 꽃자루보다 짧거나 같다.

열매 ▶   지름 6mm정도의 장과로 둥글며 붉게 익고, 씨앗은 

둥글며 지름 4.5mm의 연한 갈색이다.

잎 ▶    긴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인 커다란 잎 2장이  밑부분 

에서 서로 감싸고 안아서 원줄기처럼 된다. 길이 12~ 

18cm, 너비 3~7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 

하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흰빛이 돌며 

털이 없다. 

뿌리 ▶   땅속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 곳곳에서 새순이 나오 

면서 많은 가는 뿌리를 사방으로 내어 큰 개체군을 

형성한다.

높이 ▶   20~30cm로 털이 없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65 백합과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 Miq. 
비비추, 초롱꽃, 영란



      391 

2

5

1

3

4

꽃 ▶    5~6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황갈색의 꽃 1~3송이가 

산형꽃차례로 달리며, 꽃잎은 6장이고 피침형으로, 

자주색의 반점이 있고 색의 변이가 있으며, 끝이 날카 

롭고 뒤로 젖혀진다. 암술은 1개로 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길이 2cm이상 

으로 털이 없다.

열매 ▶    둥근 장과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는 난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5~6cm, 너비 

2~3.5cm로 수평으로 퍼지고 양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 

밑부분과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있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원줄기를 감싼다. 5~7맥이 뒷면에 튀어 

나오며 맥 사이에 작은 맥이 그물모양을 이룬다. 

줄기 ▶    높이 10~30cm로 윗부분이 옆으로 처지며 가지가 

갈라지기도 한다.

뿌리 ▶    많은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옆으로 길게 뻗는 1개의 

뿌리줄기 끝에서 새로운 개체를 내기도 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숲속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266 금강애기나리 백합과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진부애기나리

1. 꽃   2. 열매   3. 흰금강애기나리(S. ovalis var. albus )   4. 잎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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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잎의 너비   4. 전체 모습

꽃 ▶    4~5월에 8~15cm의 꽃줄기 끝에서 2~5개의 노란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6개로 길이 7~9mm의 

좁은 피침형으로 뒷면에 녹색이 돌고 끝이 둔하며,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길고 짧은 것이 섞여 있으며, 잎처럼 

보이는 긴 포는 2개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5mm정도이고 막질이다.

잎 ▶    뿌리잎은 길이 10~20cm, 너비 2mm의 선형으로 1개가 

나며, 끝이 뾰족하고 약간 안쪽으로 말린다.

뿌리 ▶   비늘줄기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 8~10mm로 껍질은 

흑갈색이다.

높이 ▶  10cm로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눕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267 백합과애기중의무릇 Gagea hiensis Pascher  
작은애기물구지, 애기중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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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15~25cm의 꽃줄기 끝에서 3~10개의 노란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잎은 6개로 길이 12mm의   

긴 타원형으로 뒷면에 녹색이 돌고,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길고 짧은 것이 섞여 있으며, 잎처럼 보이는 

길다란 포는 2장이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지름 7mm정도이고 막질이며, 3개의 

능선이 있다.

잎 ▶    뿌리잎은 길이 15~30cm, 너비 5~9mm의 선형으로 

1개가 나며, 다소 두터운 육질로서 안쪽으로 약간 

말리며, 밑부분이 꽃줄기를 감싸고 분백색이 돈다.

뿌리 ▶    비늘줄기는 난형이고 길이 1.5cm로 껍질은 갈색이다.

높이 ▶    15~20cm로 곧게 서거나 비스듬히 눕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268 중의무릇 백합과Gagea lutea (L.) KerGawl. 
조선중의무릇, 참중의무릇, 반도중의무릇, 애기물구지, 중무릇 

1. 꽃   2. 잎   3. 전체 모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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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잎   3. 전체 모습

꽃 ▶    6~7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종모양의 

연한 황갈색의 꽃이 핀다. 꽃은 겉에 샘점이 있으며 

끝부분이 6개로 갈라지고 갈래조각의 끝은 뾰족하다. 

수술은 6개로 꽃잎보다 짧고 꽃밥은 주황색이다. 

꽃차례에 털이 있고 포엽과 소포엽이 달린다.

열매 ▶   삭과는 난형으로 곧게 서고, 익으면 끝이 3개로 갈라진다.

잎 ▶    뿌리잎은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으로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9~10줄의 맥이 있다. 길이 20cm, 

너비 12~13mm로 황록색이다. 줄기잎은 위로 갈수록 

작아져 포엽으로 된다.

줄기 ▶   높이 35~40cm로 곧게 선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를 내며, 위쪽에 묵은 

잎의 섬유가 남아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지의 풀밭 / 중국, 대만 등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269 백합과여우꼬리풀 Aletris glabra Bureau & Franch.  
산끈끈이난초,  넓은잎속심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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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원줄기의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통모양의 

작은 흰색의 꽃이 핀다. 길이 6~8mm로 끝이 6개로 

갈라지고 겉에 잔털이 있다. 암술은 1개이고, 수술은 

6개로 꽃잎보다 짧으며 꽃밥은 주황색이다. 꽃차례는 

10~20cm이고 포엽은 선형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3mm로 마른 꽃잎에 덮여 있고 

흰털이 밀생한다.

잎 ▶    선형으로 뿌리에서 모여나고, 길이 15~30cm, 너비 

3~7mm로 끝이 뾰족하고 3맥이 뚜렷하다. 줄기잎은 

좁은 피침형으로 어긋나며 짧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며 꼬부라진 흰털이 밀생한다.

뿌리 ▶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잔뿌리가 많이 나온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산지의 풀밭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꽃차례의 축과 꽃자루, 화피의 바깥부분에 끈적이는 

샘털이 많은 것을 끈적쥐꼬리풀 A. foliata이라 하며, 

끈적쥐꼬리풀은 산림청 자료부족종(DD)에 해당하는 

희귀보호식물이다.

270 쥐꼬리풀 백합과Aletris spicata  (Thunb.) Franch.
분좌난, 속심풀 

1. 꽃   2. 잎   3.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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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가장자리의 톱니)   4. 전체모습

꽃 ▶    4월에 잎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서 3~10개의 

보라색 꽃이 총상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도피침형이고 길이 10~15mm이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대는 수술보다 길며, 수술은 6개 이고 수술대는 

꽃잎보다 길다. 열매가 익을 때 꽃자루의 길이는 1.5~ 

2cm이다. 

열매 ▶   삭과는 마른 꽃잎에 싸이며 3개의 능선이 있고 위를 

향하며, 씨앗은 길이 5mm정도의 매우 가는 선형이다.

잎 ▶    도피침형으로, 뿌리에서 여러 개가 모여 나서 방석처럼 

사방으로 땅위에 퍼진다. 길이 6~20cm로 끝부분이 

뾰족하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곧으며 잔뿌리가 매우 많다.

높이 ▶   꽃이 필 때에는 꽃줄기가 10~20cm 정도이나 열매를 

맺을 때는 30~50cm 정도로 길게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습기 있는 산지 / 러시아, 일본. 

비고 ▶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이 밋밋한 것을 숙은처녀치마   

H. tubiflora  라고 한다.

271 백합과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 N.S.Lee & M.N.Tamura 
치마풀, 치맛자락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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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암수딴그루이며, 5~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공처럼 둥근 산형꽃차례에 15~30송이의 황록색 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6개이고 길이는 4mm정도로 피침형 

이며, 암꽃은 자방 1개에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꽃의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잎자루보다 훨씬 

길며, 작은 꽃자루의 길이는 7~12mm이다.

열매 ▶    둥근 장과는 검은색으로 익는다. 

잎 ▶    어긋나게 달리는 난형 또는 난상 긴 타원형으로 길이 

5~15cm, 너비 2.5~7cm로 5~7맥이 있으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며, 가장 

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길이 5~30mm이고, 밑에 

턱잎이 변한 덩굴손이 있다.

줄기 ▶    길이 2~3m로 덩굴손을 내어 다른 식물을 감고 덩굴져 

자라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능선이 있다.

형태 ▶   덩굴성의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 /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272 밀나물 백합과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
Koyama 

1. 암꽃   2. 수꽃   3. 잎   4. 덩굴손   5.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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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잎   5. 전체모습(암그루)   

꽃 ▶    암수딴그루이며, 5~6월에 줄기 밑부분의 잎겨드랑이 

에서 나오는 공처럼 둥근 산형꽃차례에 황록색 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6개이고 길이는 4mm 정도로 넓은 

도피침형이며, 암꽃은 자방 1개에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고, 수꽃의 수술은 6개이다. 꽃자루는 4~10cm로 

잎자루보다 훨씬 길다.

열매 ▶   둥근 장과는 검은색으로 익고 흰가루로 덮여 있고, 

씨앗은 둥글며 지름 4mm정도로 붉다.

잎 ▶    어긋나게 달리는 넓은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길이 5~15cm, 너비 2.7~7cm로 5~7맥이 있고,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다. 잎뒷면은 

다소 분백색이 돌고 작은 돌기가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밀나물과 달리 덩굴손이 없으며 잎자루는 

길이 1~4cm이다.

줄기 ▶   15~50cm로 나무처럼 단단하고 곧게 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273 백합과선밀나물 Smilax nipponica Miq. 
새밀 

암그루 수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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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긴 꽃줄기 끝에서 황백색 

꽃이 총상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 피침형 

이고 길이 6~7mm로 끝이 둔하다. 암술은 1개, 수술은 

6개이고 수술은 꽃잎보다 짧다. 꽃차례는 길이 3~ 

20cm로 드물게 가지를 치기도 하며 잔털이 있고, 

꽃자루는 길이 2~4mm이다.

열매 ▶    삭과는 난형으로 마른 꽃잎에 덮여 있다. 씨앗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 0.8mm의 갈색이다.

잎 ▶    도피침형으로 뿌리에서 10개 정도가 모여나 방석처럼 

사방으로 퍼지며, 길이 8~20cm 너비 1~4cm로 

밑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고 끝부분이 갑자기 뾰족 

해진다. 10개 정도의 맥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가 사방으로 난다.

높이 ▶    20~45cm 정도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남과 부산의 산지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274 칠보치마 백합과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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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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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씨앗   5.잎(양지형)   6. 잎(그늘형)

※ 양지형 개체는 잎맥, 잎가장자리, 줄기가 보통 자주색을 띤다.

꽃 ▶    암수딴그루로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1~3개의 

수상꽃차례에서 흰꽃이 피며, 암꽃차례는 아래로 늘어 

지고 수꽃차례는 위로 선다. 꽃잎은 6개로 갈라지며 

수꽃에는 6개의 수술이 있다.    

열매 ▶   삭과로 3개의 날개모양. 씨앗은 갈색으로 둥글며 둘레 

전체에 날개가 있다.

잎 ▶    보통 마주나지만 간혹 3개가 돌려나기도 하며, 심장형 

또는 심장상 난형으로 끝이 날카롭고 밑부분은 보통 

귓볼처럼 되며, 잎자루는 길다. 양지에 자라는 것은 

대개 잎맥과 가장자리 및 줄기에 자줏빛이 돈다. 

잎자루는 길며 밑부분에 돌기가 없다. 잎겨드랑이에 

육질의 살눈이 생긴다. (육아는 암, 수그루 모두에서 

생긴다.)

줄기 ▶   긴 덩굴로 다른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감고 오른다.

뿌리 ▶   육질의 덩이뿌리로 백색이며 곤봉모양이다.

높이 ▶   길이 2~3m정도.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과 들 / 중국, 대만, 일본.

275 마과마 Dioscorea batatas  Decne.

반시계방향의 

Z꼬임

시든 수꽃

 수그루에 

생긴 살눈

▶ 잎의 모양 ▶ 줄기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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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1

3

5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씨앗   5.잎-1   

6. 잎-2 (드물게 잎 밑부분에 귀(엽이)가 발달하기도 한다.)

꽃 ▶    암수딴그루이며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1~3개의 수상꽃차례에서 흰꽃이 피며, 암꽃차례는 

아래로 늘어지고 수꽃차례는 위로 선다. 꽃잎은 6갈래, 

수꽃에는 6개의 수술이 있다.     

열매 ▶   삭과로 3개의 날개모양, 씨앗은 갈색으로 둥글며 원형의 

날개 한쪽에 약간 치우쳐 있다.

잎 ▶    마주나지만 간혹 어긋나기도 하며 긴 심장형 또는 

심장상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대개 

귓볼처럼 되지 않으나 드물게 귓볼이 발달하기도 한다. 

잎자루는 길고 잎맥과 더불어 녹색이다. 잎겨드랑이에 

육질의 살눈이 생긴다.

줄기 ▶   가늘고 긴 덩굴로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감고 오른다.

뿌리 ▶   육질의 덩이뿌리로 백색이며 긴 원주형이다.

높이 ▶   길이 2~3m정도.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부산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대만.

276 마과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
마

반시계방향의 

Z꼬임

꽃이 없을 때는 마, 참마, 각시마는 

잎들의 변이가 심하여 그 모양이 

서로 비슷하며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마, 참마와 달리 각시마는 

잎자루 밑부분에 1쌍의 작은 돌기가 

있는 것이 이들과 다르다. 그러나 

각시마에도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다.
잎자루

잎자루

잎자루

귀 (엽이)

줄기

줄기
줄기

참마 마 각시마 ▶ 줄기꼬임  

돌기

씨앗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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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모양과 특징

꽃이 없을 때는 
잎의 모양이 마와 참마와 
비슷하여 구분이 쉽지
않으나 각시마에는 
잎자루 밑부분에 1쌍의
작은 돌기가 있는 것이
이들과 다지만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다.

2

4

6

1

3

5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씨앗   5.잎(양지형)   6. 잎(그늘형)

※ 양지형 개체는 잎맥, 잎가장자리, 줄기가 보통 자주색을 띤다.

꽃 ▶    암수딴그루이며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5~20cm의 아래로 늘어진 수상꽃차례에서 녹색꽃이 

핀다. 암꽃은 꽃자루 1mm, 수꽃은 꽃자루 3~4mm로, 

꽃잎은 1~1.5 mm로 6갈래며 선상 긴타원형으로 암술대는 

3갈래이다.   

열매 ▶   삭과는 길이 14mm, 지름 18~20mm로 3개의 날개모양, 

씨앗은 갈색의 타원형이며 길이 11mm 정도 반원형의 

날개 가운데에 있다.

잎 ▶    어긋나며 길이 5~10cm, 너비 2.5~7cm의 심장형 또는 

심장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귀처럼 

넓어지기도 하며 긴 잎자루 밑에 1쌍의 작은 돌기가 있다.

줄기 ▶   긴 덩굴을 뻗어 다른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휘감고 

오른다.

뿌리 ▶   줄기뿌리로 수평으로 옆으로 뻗는다.

높이 ▶   3~6m.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의 산과 들 / 일본.

277 마과각시마 Dioscorea tenuipes  Franch. & Sav.
애기마

돌기

씨앗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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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1

3

5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씨앗   5~6. 잎

꽃 ▶    암수딴그루이며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1~3개의 긴 수상꽃차례에서 황록색 꽃이 핀다. 암꽃은 

꽃자루가 없고 꽃차례가 아래로 늘어진다. 수꽃은 짧은 

꽃자루가 있고 6개의 수술이 있다. 꽃잎은 6갈래이다.  

열매 ▶    삭과로 3개의 날개가 있다. 씨앗은 타원형이며 둘레 

전체에 날개가 있다.  

잎 ▶    어긋나며 길이 10cm 내외로 손바닥처럼 5~9개로 

갈라지나 어린잎은 갈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운데 

열편만 끝이 가늘고 뾰족하며 측열편은 보다 작고 

둥글며, 잎의 밑부분은 심장모양, 긴 잎자루 밑에 1쌍의 

작은 돌기가 있다.

줄기 ▶   긴 덩굴을 뻗어 물체를 시계방향으로 감고 오른다.

뿌리 ▶       육질의 덩이뿌리로 옆으로 자란다.

높이 ▶   길이 3~8m.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의 산과 들 / 중국, 일본.

278 단풍마 마과Dioscorea quinqueloba  Thunb.  
국화마

단풍마는 부채마에 비해 꽃이 

주황색~황록색이며, 잎자루 끝에 

돌기가 있고, 줄기 밑부분에는 

돌려나는 잎이 없으며, 잎뒷면에 

털이 없고, 열매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거의 같고 씨앗은 둥근 

것이 다르다.

부채마 D. nipponica   단풍마 D. quinqueloba  ▶ 줄기꼬임

잎자루
잎자루

돌기

줄기

줄기
시계방향

S꼬임

씨앗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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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4

6

1

3

5

1. 암꽃   2. 수꽃   3. 열매   4. 씨앗   5. 잎   6. 잎뒷면

꽃 ▶   암수딴그루이며 7~8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삭꽃차례에서 작은 녹황색 꽃이 핀다. 암꽃차례는 

아래로 늘어지며, 수꽃차례는 위로 비스듬히 서며 

수꽃은 짧은 꽃자루가 있다.  

열매 ▶    삭과로 길쭉한 타원형인 3개의 날개모양으로 밑으로 

처진 이삭차례축에 위를 향해 달린다. 씨앗은 갈색 

타원형으로, 긴 타원형의 날개 아래쪽에 치우쳐 마치 

손톱 모양이다.  

잎 ▶    어긋나며 줄기 밑쪽에서는 다수의 잎이 돌려나기도 

한다. 길이 5~12cm, 너비 5~10cm, 난형, 넓은 난형 

으로 3갈래로 갈라지고 중앙 열편은 난상 피침형으로 

길지만 측열편은 짧고 다시 3~5개로 갈라지기도 한다. 

표면에 잔털이 약간 있고 뒷면은 맥위에 털이 많으며, 

잎자루는 길고 끝에 돌기가 없다.

줄기 ▶   줄기는 시계방향으로 물체를 감고 오른다.

뿌리 ▶       근경으로 딱딱한 원주형이며 옆으로 뻗는다.

높이 ▶   길이 3~5m정도.

형태 ▶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의 산지 / 중국, 일본, 러시아.

279 부채마 마과Dioscorea nipponica  Makino 
단풍잎마, 털단풍잎마, 박추마, 털부채마

단풍마에 비해 잎자루 끝에 

돌기가 없고, 줄기 밑부분에는 

잎이 돌려나기도 하며, 잎뒷면 

맥위에  털이 있고, 열매와 씨앗은 

긴 타원형인 것이 다르다. 잎은 

변이가 심하다.

▶ 잎자루 밑에 돌기가없다. ▶ 돌려나는 잎(줄기 밑부분) ▶ 줄기꼬임

잎자루

줄기
시계방향

S꼬임

씨앗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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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자란 5~15cm의 꽃줄기 끝에 

길이 4~6cm인 보랏빛 꽃을 1송이씩 피운다. 외화피는 

3개이고 좁은 도란형으로 뒤로 젖혀지며, 안쪽에 

황백색의 그물무늬가 있다. 내화피도 3개로 짧은 

주걱같고 수평으로 비스듬히 펼쳐지며, 암술대는 3개로 

곧게 서며 수술은 암술대 뒤에 숨겨져 있으며, 4~5개의 

포가 있다.

열매 ▶    둥근 삭과로 길이 8mm안팎이다.

잎 ▶    뿌리에서 나고, 꽃이 필 때는 꽃자루와 길이가 거의 

같지만, 꽃이 진 후에 길게 자라서 길이 30cm, 너비 

2~5mm로 자라며, 가운데 맥이 뚜렷하지 않고 뒷면은 

흰빛이 돌며, 윗부분 가장자리에 잔돌기가 있다.

높이 ▶   10~30cm로 꽃이 진 후에 잎이 길게 자란다.

뿌리 ▶    질긴 수염뿌리가 발달하고 뿌리줄기는 다소 총생하며 

갈색 섬유로 덮여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280 각시붓꽃 붓꽃과 Iris rossii Baker  
애기붓꽃 

1~2. 꽃   3. 흰각시붓꽃 I. rossii f. alba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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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 꽃봉오리   2. 꽃   3. 포엽   4. 전체모습

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자란 짧은 꽃줄기 끝에 보랏빛 

꽃을 1송이씩 피운다. 외화피는 3개로 도피침형이고 

밖으로 퍼지며, 흰색의 그물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3개로 좁은 피침형이며 곧추 선다. 암술대는 3개로 

꽃잎 같으며 끝부분이 얕게 2갈래로 갈라지고 톱니가 

있다. 꽃자루는 극히 짧으며, 잎집(엽초)같은 포엽이 있다.

열매 ▶   둥근 삭과는 익으면 곧 터지며, 씨앗은 둥글다.

잎 ▶    뿌리에서 나고 비스듬히 서며 칼 모양이다. 길이 15cm, 

너비 4mm 정도의 선형이지만, 꽃이 진 다음에 길이 

30cm 정도로 크게 자란다.

높이 ▶   10~30cm로 꽃이 진후에 잎이 길게 자란다.

뿌리 ▶   수염뿌리가 발달하고,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새순을 내며 묵은 잎의 섬유로 싸여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건조한 풀밭 / 한국,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81 붓꽃과솔붓꽃 Iris ruthenica KerGawl. 
가는붓꽃, 애기붓꽃



      407 

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자란 높이 5cm 정도의 꽃줄기 

끝에서 보라색 꽃이 1송이씩 핀다. 외화피는 3개이고 

도란상 긴 타원형으로 뒤로 젖혀 지며 흰색의 그물 

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3개로 도피침형이고 외화피 

보다 짧고 끝이 뾰족하며 위로 곧추 선다. 암술대는 

외화피를 따라 3개로 갈라진 후 갈래조각의 끝이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암술대 뒤에 숨어 있다. 1쌍의 포엽은 

넓은 피침형이다.

열매 ▶   삭과는 7mm 정도의 타원형으로 삼각의 능선이 있고 

포엽 안에 들어 있다.

잎 ▶    밑부분에 묵은 잎이 엉겨 있고, 길이 10~25cm, 너비 

3~5mm로 매우 가늘고 좁은 선형이며 2줄로 서로 

안는 듯이 어긋나게 달린다.

높이 ▶   7~10cm 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이어지고 수염뿌리가 

발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설악산 이북의 높은 산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41

2

3

1. 꽃   2. 꽃자루   3. 잎   4. 전체모습

282 붓꽃과난장이붓꽃 Iris uniflora var. caricina Kitag.  
난쟁이붓꽃

난장이붓꽃은 고산형으로
꽃자루(        )가 포엽의 밖으로 
길게 노출된다.

각시붓꽃  I. rossii 솔붓꽃  I. ruthenica 난장이붓꽃  I. uniflora  var. caricina  

유사종 특징비교

꽃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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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꽃 ▶    5~6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자란 꽃줄기 끝에서 지름 

8cm인 보라색 꽃이 2~3송이씩 핀다. 외화피는 3개 

이고 넓은 도란형으로 뒤로 젖혀지며 안쪽에 노란색 

바탕에 보라색 맥이 있다. 내화피는 3개로 작으며 위로 

곧추 선다. 암술대는 외화피를 따라 3개로 갈라진 후 

갈래조각의 끝이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암술대 뒤에 

숨어 있다.

열매 ▶    삭과는 길이 3.5~4.5cm의 방추형으로 자루가 있고 

3개의 능선이 있으며, 씨앗은 갈색으로 삭과의 끝이 

터지면서 나온다.

잎 ▶    길이 30~50cm, 너비 5~10mm로 납작하고 두껍고 

뻣뻣하며 돌출한 맥이 없다. 포엽은 잎같으며 끝의 

포는 피침형이다. 밑부분이 잎집(엽초)같으며 적갈색 

섬유조직이 있다. 

높이 ▶    60cm에 달하며 원줄기가 모여난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새싹이 나오고 잔뿌리가 

많이 내린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풀밭 /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283 붓꽃 붓꽃과 Iris sanguinea Donn ex Horn  

1~2. 꽃   3. 열매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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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자란 원줄기 또는 가지 

끝에서 지름 8~10cm인 짙은 보라색 꽃이 핀다. 

외화피는 3개이고 둥근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 

하고 맥이 있으며, 밑부분이 노란색이다. 내화피는 

3개로 끝이 뾰족한 피침형이며, 외화피와 어긋나고 

곧추 서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    삭과는 타원형으로 3개의 능선이 있으며 위쪽에서 

터지고 끝에 뾰족한 부리가 있다. 씨앗은 5mm쯤의 

흑색이다.

잎 ▶    길이 20~60cm, 너비 5~12mm로 납작하고 가운데 

맥이 뚜렷하여 앞뒤로 확연히 만져진다. 포엽은 2개로 

자방을 둘러싼다. 밑부분은 갈색 섬유조직으로 덮여 있다. 

줄기 ▶    60~120cm로 속이 비었고 털이 없으며 1~3개의 

줄기잎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새싹이 나오고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야의 습한 풀밭 / 중국, 러시아, 일본. 

284 꽃창포 붓꽃과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장포, 들꽃장포, 들꽃창포

1. 꽃봉오리   2. 꽃   3. 열매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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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꽃   2. 열매   3~4. 전체모습

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자란 10~13cm의 꽃줄기 끝에 

지름 2cm인 노란 꽃을 1송이씩 피운다. 외화피는 3개로  

긴 도란형 또는 주걱형이고 길이 2.5cm, 너비 8mm로 

끝이 약간 파지며 자주색의 그물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3개로 도피침형이며 길이 18mm, 너비 3mm로 곧추 선다. 

열매 ▶   삭과는 난상 타원형으로 삼각의 능선이 있으며, 씨앗은 

3mm정도의 갈색으로 둥글다.

잎 ▶    밑부분이 묵은 잎으로 둘러싸이고 3~4개의 뿌리 잎이 

있다. 꽃이 필 때는 길이 13~20cm, 너비 3~8mm로 

바로 곧추 선다.

높이 ▶   15~20cm 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모여나고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85 붓꽃과금붓꽃 Iris minutoaurea Makino   
누른붓꽃, 애기노랑붓꽃

내화피

외화피

암술대

꽃줄기에 2개의 꽃이 피는 것을 

노랑붓꽃이라 하며 변산반도의 

특정지역에서만 자생하며, 산림청 

지정 희귀보호식물로 

멸종위기종(CR)에 해당한다.

드물게 금붓꽃도 2개의 꽃이 피는 

것이 있다.

노랑붓꽃 I. koreana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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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잎 사이에서 자란 꽃줄기 끝에서 지름 3.5cm 

정도의 흰꽃이 2송이씩 핀다. 외화피는 3개로 긴 

도란형 또는 주걱형이고 흰바탕 이며 안쪽에 노란 

줄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3개로 흰색의 긴 도란형이며 

비스듬히 위로 선다. 암술대는 외화피를 따라 3개로 

갈라진 후 갈래조각의 끝이 2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암술대 뒤에 숨어 있고, 꽃밥은 분홍빛을 띈 녹색이다.

열매 ▶    삭과는 긴 도피침형으로 삼각의 능선이 있다.

잎 ▶    칼모양이고 2줄로 서로 안으며 어긋나게 달린다. 길이 

12~35cm, 너비 1.2cm쯤이며 10~12개의 맥이 있다. 

높이 ▶   15~25cm 정도이다.

뿌리 ▶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모여나고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북 이북의 높은 산 / 중국.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86 노랑무늬붓꽃 붓꽃과 Iris odaesanensis Y.N.Lee 
흰노랑붓꽃

1~2. 꽃   3. 잎   4. 전체모습

흰노랑무늬붓꽃
I. odaesanensis f. albiflora 
외화피에 노란 줄무늬가 없이 전체가 흰색인 것.
보라노랑무늬붓꽃 
I. odaesanensis f. purpurascens 
꽃이 보라색인 것.

흰노랑무늬붓꽃 보라노랑무늬붓꽃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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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잎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수 십 송이의 

황갈색꽃이 총상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8~10mm이다. 

곁꽃잎의 안쪽과 입술꽃잎에 적갈색 반점이 있고 

입술꽃잎은 흰색이다. 포는 피침형이고 길이 4~6mm의 

막질이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는 길이 2cm 정도이며 아래로 처져서 

달린다.   

잎 ▶    1~2장의 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세로로 주름이 지며 끝이 날카롭다. 길이는 20~40cm, 

너비 1~3cm이다. 성숙한 잎은 지면에 누워 겨울을 난다.

줄기 ▶   높이 20~45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둥근 난상의 헛비늘줄기가 있으며 뿌리는 가늘고 

소수이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1~2. 꽃   3. 두잎감자난초 O. coreana   4. 잎   5. 전체모습

287 감자난초 난초과Oreorchis patens  (Lindl.) Lindl. 
잠자리난초

51

2 3

4

 제주도의 습한 곳에서 자생하는 한국특산식물 및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이다.

한라감자난초 O. hallasanensis와 동종이명으로 보인다.

두잎감자난초 O. coreana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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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꽃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연한 

녹색이 도는 자갈색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넓은 

선형이고 길이 1~1.5cm로 퍼지고, 꽃잎은 선형으로 

꽃받침과 길이가 비슷하며 밑으로 드리워진다. 

입술꽃잎은 도란상 원형이고 길이 1~1.5cm, 너비 

1~1.3cm로 끝이 둥글다. 포는 삼각상 난형 또는 삼각형 

으로 자갈색이 돌고 길이 1~2mm이다. 

열매 ▶   둥근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인 잎 2장이 지난해의 꽃줄기 

옆에서 나오며, 가장자리는 물결처럼 주름이 지고  

밑부분이 좁아져 잎자루처럼 되어 줄기를 마주 안는다. 

길이 4~12cm, 너비 2.5~7cm이다.

줄기 ▶   높이 15~30cm로 곧게 서고 능선이 있다.

뿌리 ▶    둥근 난형의 헛비늘줄기가 대개 땅 위로 나와 있으며, 

지름은 8~12mm이며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1. 꽃(위)  2. 꽃(옆)   3. 열매   4. 전체모습

3

2

41

288 난초과나리난초 Liparis makinoana  Schlech.
풍경벌레난초, 나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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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꽃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연한 녹색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좁은 타원형이고 길이 

5.5~6.5mm로  끝이 둔하며, 꽃잎은 선형이고 꽃받침과 

길이가 비슷하며 밑으로 드리워진다. 입술꽃잎은 위쪽 

에서 뒤로 젖혀지고 끝부분은 둥글게 네모진 모양이다. 

포는 난상 삼각형으로 길이 1~1.5mm이다.

열매 ▶   도란상 긴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1.5cm이다.   

잎 ▶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인 잎 2장이 지난해의 꽃줄기 

옆에서 나오며, 가장자리는 주름이 지고 밑부분이 

잎자루의 날개처럼 되어 서로 마주 안는다. 길이 5~ 

12cm, 너비 2.5~5cm이다.

줄기 ▶   높이 20~30cm로 곧게 서고 능선에 좁은 날개가 있다.

뿌리 ▶    둥근 난형의 헛비늘줄기가 대개 땅 위로 나와 있으며, 

지름은 1~1.5cm이며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일본.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줄기   6. 꽃의 구조

289 옥잠난초 난초과Liparis Kumokiri F. Maek
나리란

4

5

1

2

3

줄기

날개

등꽃받침잎

꽃술대

입술꽃잎(순판)

곁꽃받침잎

곁꽃잎(측판)
옆면 앞면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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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줄기 끝에 보통 2개의 연한 분홍색 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8~10mm로 

3맥이 있으며, 꽃잎은 피침형으로 꽃받침잎보다 약간 

짧다. 입술꽃잎은 넓은 난형으로 길이 1cm정도로 

흰바탕에 분홍빛 반점이 퍼져 있고 가장자리는 약하게 

물결모양을 이룬다. 꿀주머니는 선상 원통형으로 길이 

7~10mm이며, 포는 긴 난형으로 길이 1~2.5cm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넓은 타원형의 잎 1장이 줄기 아래쪽에 달린다. 길이 

4~7cm, 너비 2.5~5cm로 끝이 뭉툭하며, 밑부분이 

줄기를 감싼다. 

줄기 ▶   높이 8~15cm로 털이 없고 곧게 선다.

뿌리 ▶   굵고 짧은 뿌리 몇 개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기 많은 그늘 / 대만, 일본.

분포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90 난초과나도제비란 Orchis cyclochila  (Franch. & Sav.) Soo 
차일봉무엽란, 큰홑잎난초, 방울난초



41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꽃 ▶    6~7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15송이의 

노란색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12~ 15mm이며, 꽃잎은 난형이고 끝이 

둔하며, 꽃받침과 길이가 같다. 입술꽃잎은 흰색으로 

안쪽에 홍자색 반점과 줄이 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2~2.5cm로 옆으로 비스듬히 

서거나 아래로 처진다.  

잎 ▶   6~12개의 좁은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2줄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길이 6~13cm, 

너비 3~5cm로 밑부분이 줄기를 감싼다.

줄기 ▶    높이 30~70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으며, 밑부분에 

3~4개의 초상엽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번식하고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 / 중국, 러시아, 일본.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꽃차례   6. 줄기와 잎

291 닭의난초 난초과Epipactis thunbergii A.Gray 
닭의란

41

2

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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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20송이의 

녹색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핀다. 꽃받침잎은 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1cm 정도로 반쯤 벌어 

지며, 꽃잎은 난형이고 다소 짧다. 입술꽃잎은 연한 

녹색으로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고 안쪽이 갈색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cm 정도이다. 

잎 ▶    난상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와 맥 위에 털 같은 돌기가 

있다. 길이 7~12cm, 너비 2~4cm로 밑부분이 줄기를 

감싼다

줄기 ▶   높이 30~70cm로 곧게 서고, 굽은 갈색털이 있으며 

5~7장의 잎이 달린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다소 굵은 뿌리가 있으며, 옆으로 

뿌리를 뻗어 끝에 다음해 새순을 만든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러시아,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3

2

41

292 난초과청닭의난초 Epipactis papillosa  Franch. & Sav.  
푸른닭의난초, 파란닭의란

등꽃받침잎

꽃술대 곁꽃잎(측판)

곁꽃받침잎 입술꽃잎(순판)



418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5~25송이의 

흰꽃이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곧게 서고 난형으로 

오목하고 길이 6~7mm로 5개의 맥이 있다. 

곁꽃받침잎은 퍼지고 길이 7mm 정도의 난형이다. 

꽃잎은 곧게 서고 길이 6mm 정도이며, 입술꽃잎은 

길이 15mm, 너비 2mm의 선형으로 아래로 처지고 중앙 

이하에서 십자모양 3개로 갈라지며 측열편에 톱니가 

있다. 꿀주머니는 길이 3~4cm로 끝부분이 점점 

굵어진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로 위로 선다.   

잎 ▶    줄기 아래쪽의 긴 선형의 잎은 5~7장이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져 피침형의 포엽이 

되며, 길이 10~20cm, 너비 3~6mm이다.

줄기 ▶   높이 20~70cm로 곧게 선다.

뿌리 ▶   육질인 덩이줄기와 몇 개의 잔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습지 / 중국, 러시아, 일본. 1. 꽃(앞면)   2. 꽃(옆면)   3. 전체모습
4. 열매   5. 잠자리난초   6. 민잠자리난초

293 잠자리난초 난초과Habenaria linearifolia Maxim. 
해오라비아재비, 큰잠자리난초, 해오래비난초, 십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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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꿀주머니

톱니가 있는 
입술꽃잎 측열편

밋밋한 입술꽃잎 측열편

입술꽃잎 측열편에 톱니가 없는 것을 

민잠자리난초

H. linearifolia f. integrilova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입술꽃잎

4 5 6



      419 

꽃 ▶    7~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꽃차례에 1~3송이의   

새 모양의 흰꽃이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좁은 난형 

으로 끝이 뾰족하고 녹색이며 5~7개의 맥이 있다. 

꽃잎은 난형이고 꽃받침잎보다 크고 길이 10~13mm 

이며, 입술꽃잎은 3갈래로 가운데는 선형이며 양옆의 

갈래조각은 부채모양으로 끝부분이 실처럼 잘게 갈라 

지고, 꿀주머니는 길이 4cm 정도이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로 위로 선다.

잎 ▶    넓은 선형의 잎은 3~6매가 어긋나게 달리고, 길이 

5~10cm, 너비 4~6mm로 밑부분이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져 피침형의 포엽이 된다.

줄기 ▶   높이 15~40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타원형인 덩이뿌리가 있고, 옆으로 뻗는 땅속줄기의 

끝에서 새끼 덩이뿌리가 생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습하고 양지바른 풀밭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1. 꽃(앞면)   2. 꽃(옆면)   3. 잎   4. 전체모습 
5. 어린개체  

3

2

41

294 난초과해오라비난초 Habenaria radiata  (Thunb.) Spreng. 
해오리란, 해오라기란, 해오래비난초

5



42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꽃 ▶    6~7월에 원줄기 끝에 백색바탕에 홍자색 꽃 1송이가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핀다. 꽃잎이 살짝 벌어진 모습이 

만개한 상태이며, 꽃받침잎은 선상 도피침형이고 길이 

10~15mm로 끝이 가늘고 둔하며, 꽃잎과 입술꽃잎은 

꽃받침잎보다 다소 짧다. 포는 잎 같고 좁은 피침형 

으로 보통 씨방보다 길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2.5cm 정도이고, 씨앗은 길이 

1mm 쯤의 갈색으로 긴 선형이다.   

잎 ▶    육질인 긴 타원형의 잎 1장이 원줄기 중간에 달린다. 

길이 3~7cm, 너비 4~12mm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좁아져 원줄기에 붙는다.

줄기 ▶   높이 10~25cm로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가늘고 길며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양지바른 풀밭 /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295 방울새란 난초과Pogonia minor  (Makino) Makino 
방울새난초, 방울새난

41

2

3

1. 꽃   2. 미성숙 열매   3. 열매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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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6~7월에 원줄기 끝에 백색바탕에 홍자색 꽃 1송이가 

방울새란에 비해 활짝 벌어진 모습으로 핀다. 

꽃받침잎은 긴 타원상 도피침형의 길이 15~25mm, 

너비 3~5mm로 끝이 둔하며, 꽃잎은 긴 타원형으로 

꽃받침잎보다 다소 짧다. 입술꽃잎은 도란형이고 가장 

자리에 육질의 희고 붉은 돌기가 있다. 포는 잎 같고 

길이 2~4cm, 너비 3~6mm로 보통 씨방보다 길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3cm 정도이다.

잎 ▶    육질인 선상 긴 타원형의 잎 1장이 원줄기 중간에 

달린다. 길이 4~10cm, 너비 7~12mm로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좁아져 원줄기에 붙는다.

줄기 ▶   높이 15~40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가늘고 길며 옆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르고 습한 풀밭 / 중국,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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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난초과큰방울새란 Pogonia japonica  Rchb.f. 
큰방울새난초, 큰방울비난

1. 꽃   2. 흰큰방울새란(P. japonica  f. albiflora)   3. 전체모습



422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1. 꽃   2. 구름병아리난초 G. cucullata   3. 잎   4. 전체모습

꽃 ▶    6~7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연한 분홍색 

작은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핀다. 꽃받침잎은 길이 

2.2~2.5mm로 1맥이 있고 끝이 뾰족하며, 꽃잎은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1개의 맥이 있다. 

입술꽃잎은 도란형이고 길이 3.5mm 정도로 3개로 

갈라지며 끝이 둥글다. 꽃차례는 길이 1~4cm이고 포는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3~5mm로 1맥이 있다. 

꿀주머니는 씨방과 나란히 뒤쪽으로 뻗고 길이는 

1.5mm 정도이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삭과로 길이 5~7mm이다.   

잎 ▶    타원형의 잎 1장이 줄기 밑부분에 달린다. 길이 3~8cm, 

너비 1~2cm로 털이 없으며 밑부분이 약간 줄기를 

감싼다.

줄기 ▶   높이 8~20cm로 곧게 또는 비스듬히 선다.

뿌리 ▶   굵은 방추형의 덩이뿌리와 가는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습한 바위 위 / 중국, 일본.

297 병아리난초 난초과Amitostigma gracile  (Blume) Schltr. 
바위난초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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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7~8월에 꽃줄기 윗부분에서 2~6송이의 흰바탕에 

홍자색이 도는 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도란형이고 길이 

2cm, 너비 3~4mm로 끝이 뾰족하고 펼쳐지며, 꽃잎은   

긴 타원형이며 안쪽으로 포개지고 꽃받침잎보다 짧다. 

입술꽃잎은 쐐기형이고 길이 15mm 정도며 홍자색이다.  

포는 막질로 피침형이고 길이 5~10mm로 끝이 뾰족하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를 향해 달린다.

잎 ▶    퇴화되어 막질의 작은 비늘조각 형태로 줄기에 붙어 

있어 잎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줄기 ▶   높이 15~30cm로 녹색이고 곧게 서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길이 15cm 정도로 많은 마디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퇴화된 부생식물.

분포 ▶   강원이남 산지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21

298 난초과대흥란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두륜난

1. 어린개체   2. 전체모습



424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꽃 ▶    3~4월에 잎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1송이의 연한 

황록색 또는 주황색 꽃이 옆을 향하여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잎은 3개이고 도피침형으로 길이 3~ 

3.5cm로 끝이 둔하고, 꽃잎은 3장으로 이와 비슷하지만 

짧으며, 곁꽃잎은 암술머리를 감싸고 아래의 입술 

꽃잎은 흰색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이고 길이 5cm 정도이며, 길이 5~ 

6cm인 자루가 있다.   

잎 ▶    넓은 선형으로 뿌리에서 3~5개가 모여나고, 단면이 

V자 형이고 윗부분이 활처럼 휘어지며, 가장자리에 

가는 톱니가 있어 까칠까칠하다. 

줄기 ▶    높이 10~25cm로 곧게 서고 육질이며, 몇 개의 막질 

초상엽에 싸여 있고 털이 없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굵은 뿌리가 사방으로 

뻗는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의 산지 / 중국, 일본.

299 보춘화 난초과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춘란, 보춘란

41

2

3

1. 꽃   2. 열매   3. 3월초의 꽃눈   4. 전체모습(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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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서 연한 녹색과 붉은색이 도는 

지름 8cm 쯤의 주머니 모양의 꽃이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잎은 3개이고 위쪽 꽃받침 잎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 4~5.5cm, 너비 1.2~2cm로 끝이 

뾰족하고, 옆 꽃받침잎은 합쳐진다. 꽃잎은 위쪽 꽃받침 

잎과 거의 비슷하고 안쪽 밑부분에 털이 있으며, 입술 

꽃잎은 주머니 모양으로 흰 바탕에 홍자색의 맥이 있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이다. 

잎 ▶    뿌리에서 나온 줄기 끝에 커다란 부채꼴인 잎 2장이 

원줄기를 완전히 둘러싸며 마주난다. 지름 10~22cm로 

방사상 맥이 있고 뒷면에 털이 있다. 

줄기 ▶   높이 20~40cm로 곧게 서고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단단하고 옆으로 뻗으며,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철사 모양의 조금 굵은 뿌리가 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깊은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300 난초과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Thunb.
광릉복주머니란



426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3

꽃	 ▶				5~6월에	원줄기	끝에서	주머니	모양의	홍자색	꽃이	

1송이씩	핀다.	위쪽	꽃받침	잎은	난형으로	길이	4~5cm	

이며	끝이	뾰족하고,	옆	꽃받침잎은	둘이	합쳐진다.	

곁꽃잎은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에	

털이	있으며,	입술꽃잎은	주머니	모양으로	길이	

3.5~5cm이고	안쪽에	털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3~5장의	타원형으로	줄기에서	나며	끝이	뾰족하며	

털이	있고	밑부분이	엽초로	된다.	길이는	8~20cm,	

너비	5~8cm이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고	다세포의	털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조금	굵은	뿌리는	여러	개이며	단단하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전국	산지의	풀밭	/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301 복주머니란 난초과Cypripedium macranthos   Sw. 
요강꽃, 개불알꽃, 작란화, 포대작란화, 복주머니꽃, 복주머니

1

2

1.	꽃			2~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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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5~6월에	가느다란	꽃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연한	황록색의	아주	작은	꽃	5~15송이가	핀다.	

꽃받침잎과	꽃잎은	좁은	도피침형이고	길이	4mm정도로	

끝이	둔하며,	입술꽃잎은	도란형이고	3갈래로	갈라	

지며	길이	3mm정도이다.	뒤쪽에	길이	5mm	정도의	

꿀주머니가	있다.		

열매	 ▶			방추형의	삭과는	길이	1cm	정도로	아래로	처지며	길이	

3mm	쯤의	열매자루가	있다.

잎	 ▶				1장의	좁은	난형으로	비늘줄기에서	나오고,	길이	

3.7~7cm,	너비	1.5~3.5cm로	끝이	점차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얕은	심장모양으로	지면에	눕는다.	잎자루의	

길이는	3~7cm이다.	

줄기	 ▶			높이	20~30cm로	가늘고	길며	곧게	선다.

뿌리	 ▶				굵고	둥근	헛비늘줄기가	땅속으로	얕게	들어	있고,	

2~3개가	나란히	염주처럼	연결된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	전라도와	충남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302 난초과비비추난초 Tipularia japonica  Matsum.
비비취난초, 외대난초, 실란초, 비비추란, 비비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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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5.	겨울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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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붉은사철란 G. macrantha 섬사철란 G. maximowicziana 털사철란 G. velutina

1~2.	꽃			3.	잎			4.	전체모습

1

2

3

4

꽃	 ▶				8~9월	긴	꽃줄기의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7~	

15송이	정도의	연한	분홍빛이	도는	흰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	핀다.	꽃잎의	겉에는	털이	있고	아래꽃잎은	

꽃받침과	길이가	비슷하다.	포는	피침형으로	위를	

향하며,	꽃받침잎은	길이	8~10mm의	좁은	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1개의	맥이	있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	길이	8~12mm,	털이	있다.			

잎	 ▶				좁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줄기	아래쪽에	4~6장의	

잎이	어긋나기	하나,	촘촘히	달려	모여난	것처럼	

보인다.	길이	2~4cm,	너비	1~2.5cm로	짙은	녹색이고,	

주맥과	그물맥에	흰	무늬가	있으며,	톱니는	없고,	잎자루	

길이는	1~2cm이다.

줄기	 ▶				12~25cm,	비스듬히	기다가	곧게	선다.

뿌리	 ▶				옆으로	뻗어가는	뿌리줄기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이남	산지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약관심종(NT).

303 사철란 난초과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f. 
알룩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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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9~10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3~7송이의	

붉은색이	도는	흰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좁은	난형이고	

길이	8~10mm로	끝이		둔하고,	꽃잎은	넓은	도피침형	

이다.	입술꽃잎은	난형이고	밑부분이	부풀며	안쪽에	

털이	있고	끝이	둔하다.	포는	피침형이고	길이	1~1.5cm로	

포의	가장자리와	씨방의	능선에	돌기같은	털이	있다.	

열매	 ▶			긴	타원형의	삭과는	8~12mm이다.

잎	 ▶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무늬가	없고	끝이	뾰족	

하고	가장자리는	뚜렷한	물결모양	주름이	진다.	길이	

2~4cm,	너비	1~2cm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1cm정도이다.

줄기	 ▶			높이	5~12cm로	밑부분이	옆으로	뻗으며,	윗부분은	

곧게	선다.

뿌리	 ▶				옆으로	기는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울릉도,	남해안	도서의	숲속	/	대만,	일본.

304 난초과섬사철란 Goodyera maximowicziana  Makino
줄사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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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3.	미성숙개체			4.	전체모습



430      산에서 자주 만나는   (Ⅰ)

1.	꽃			2.	잎			3.	전체모습

1

2

3

꽃	 ▶				8~9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4~10송이의	

연한	갈색의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	핀다.	꽃받침잎은			

긴	난형이고	길이	7~8mm로	1맥이	있고,	꽃잎은	넓은	

피침형이다.	입술꽃잎은	난형이고	밑부분이	통처럼	

부풀며	안쪽에	털이	있고	끝이	둔하다.	포는	선상	

피침형이고	길이	6~12mm로	길게	뾰족해진다.	

열매	 ▶				난형의	삭과는	7~10mm이다.			

잎	 ▶				검은	자줏빛이	도는	녹색의	긴	난형의	잎은	줄기	

아래쪽에	4~5개가	밀접하여	어긋나게	난다.	비단같은	

광택이	있고	끝이	뾰족하며	중앙맥을	따라	붉은빛이	

도는	흰색의	줄이	있다.	길이	2~4cm,	너비	1~2cm이다.

줄기	 ▶				높이	10~20cm로	적갈색이고	곧게	선다.

뿌리	 ▶				옆으로	뻗는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제주도의	숲속	/	일본.

305 털사철란 난초과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자주사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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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5~15송이의	

꽃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잎은	타원형으로	길이	

15~20mm이며	끝이	뾰족하고,	주로	자갈색이나	변이가	

많으며,	입술꽃잎은	흰색	또는	연한	자주색이며	3개로	

깊게	갈라지고	가운데	갈래조각은	끝이	오므라진다.	

포는	피침형이고	길이	5~10mm로	막질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겉에	털이	있다.

잎	 ▶				긴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주름이	지며,	뒷면에	짧은	

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길이는	

15~25cm,	너비	4~6cm이며,	성숙한	2~3개의	잎이	

지면에	누워	겨울을	난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고	짧은	털이	밀생한다.

뿌리	 ▶				짧고	두터운	헛비늘줄기가	매년	한	개씩	늘어나면서	

새우	등같이	보이며	잔뿌리가	난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산지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306 난초과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Lindl.
새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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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열매			3.	잎			4.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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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전체모습

3~4.	꽃			5.	잎

1

3

2

꽃	 ▶				7~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연한	황록색의	

아주	작은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핀다.	꽃받침잎은	

길이	2mm로	1맥이	있고	비스듬히	퍼지며,	꽃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3~4mm로	끝이	둔하다.	입술꽃잎은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고	3갈래로	갈라지며	꿀주머니가	

없다.	포는	씨방과	길이가	비슷하고	피침형이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타원형의	잎	2~3장이	보통	밑부분에서	달린다.	길이	

3~10cm,	너비	1~2.3cm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줄기를	감싼다.	포엽은	작은	피침형으로	1~3개가	

달린다.

줄기	 ▶				높이	10~35cm로	곧게	선다.

뿌리	 ▶				둥근	덩이뿌리와	뿌리가	있으며,	옆으로	뻗는	뿌리	

끝에서	새끼	덩이뿌리가	생긴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지리산과	강원	이북	산지의	풀밭	/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307 나도씨눈란 난초과Herminium monorchis  (L.) R.A.Br  
진들난초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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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꽃	 ▶				꽃은	6~8월에	피며	연한	녹색이고	이삭꽃차례는	길이	

5~15cm로	꽃이	많이	달리며	포는	난상	삼각형으로	

1맥이	있고	꽃보다	길거나	짧다.	꽃받침조각은	긴	

타원형이며	끝이	둔하고	길이	2~2.5mm로서	퍼지지	

않으며	1맥이	있다.	꽃잎은	선상	피침형으로	꽃받침	

조각보다	다소	짧으며	뾰족하고,	측열편은	선형으로	

길며	중앙열편은	아주	짧다.	입술모양꽃부리는	밑으로	

처지고	길이	6~8mm로	중앙까지	3개로	깊게	갈라지며	

꿀주머니가	없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로	길이	5~10mm,	너비	2~3mm이다.

잎	 ▶				3~5개의	넓은	선형,	피침형으로	길이	(4)8~20cm,	

너비	5~10(20)mm로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가늘게	

되며	줄기를	감싼다.

줄기	 ▶			높이	20~45(55)cm로	곧게	서며	밑부분에	2개의	

잎싸개가	있다.

뿌리	 ▶				수염뿌리,	2개의	타원형	구근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강원도,	경기도,	지리산,	가야산,	제주도의	산지	/	중국,	

대만,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308 난초과씨눈난초 Herminium lanceum var. longicrure (C.Wright) H. Hara 
구슬난초, 혹뿌리난초, 씨눈란

1

1.	꽃차례			2.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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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1

꽃	 ▶																										5~6월에	꽃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홍색을	띤	

연한	자갈색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밑을	향해	모여	

핀다.	꽃잎은	선상	도피침형이고	길이	3~3.5cm,	너비	

4~5mm이며	입술꽃잎은	윗부분이	3갈래로	갈라진다.	

꽃차례	길이는	10~20cm,	포는	7~10mm이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열매자루가	없고	길이	2~2.5cm로	

아래로	처져서	달린다.			

잎	 ▶				1~2장의	긴	타원형으로	비늘줄기에서	나오고,	길이	

25~40cm,	너비	4~5cm로	3맥이	있으며,	끝이	뾰족	

하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잎자루와	연결	되며,	성숙한	

잎은	지면에	누워	겨울을	난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둥근	난상의	헛비늘줄기가	있고,	땅속으로	얕게	들어가	

옆으로	염주처럼	연결되며,	잔뿌리가	많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남,	전라도,	제주도	숲속	/	중국,	일본	등지.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309 약난초 난초과Cremastra variabilis  (Blume) Nakai ex Shibata  
약란, 정화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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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	 ▶				6~7월에	줄기	위쪽에	달리는	겹총상꽃차례에	지름	

2.5cm	정도인	황갈색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긴	

타원형이고	길이	15~20mm,	너비	4~6mm이며,	꽃잎은	

꽃받침잎과	비슷하고	다소	짧으며	털이	없다.	

입술꽃잎은	황색의	넓은	난형이고	안쪽에	돌기가	있는	

줄이	있고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다.	꿀주머니가	없고	

씨방과	꽃받침	뒷면에	갈색털이	있다.	

열매	 ▶			붉은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6~10cm로	크고,	아래를	

향해	달리며	씨앗에	날개가	있다.

잎	 ▶				퇴화된	막질이고,	삼각형의	작은	비늘조각	형태로	

줄기에	남아	있어,	잎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줄기	 ▶			높이	50~100cm의	적갈색으로	곧게	서고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지고	갈색	잔털이	있다.

뿌리	 ▶				굵고	단단하며	옆으로	길게	뻗고	손톱모양의	비늘잎이	

달리며,	뿌리	속에	버섯의	균사가	들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퇴화된	부생식물.

분포	 ▶			제주도,	충남	안면도,	경북	김천시,	전남	/	일본.

310 난초과으름난초 Galeola septentrionalis  Rchb.f.
개천마

1

2

1.	꽃			2.	열매			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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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3

1~3.	꽃			4.	전체모습

꽃	 ▶	 							5~6월에	원줄기	끝에	3~12송이의	노란색	꽃이	이삭	

꽃차례로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난상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길이	14~17mm로	5맥이	있으며,	곁꽃잎은	

꽃받침잎	보다	비슷하거나	짧다.	입술꽃잎에는	붉은	

세로줄의	돌기가	있고,	밑부분이	짧은	꿀주머니가	된다.	

포는	삼각형의	막질이고	길이	2mm정도이다.		

열매	 ▶				가늘고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로	곧게	선다.			

잎	 ▶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며,	털이	없고	세로로	

주름이	조금	진다.	길이는	8~15cm,	너비	2~4.5cm이다.	

줄기	 ▶				높이	40~70cm로	곧게	서고,	6~8장의	잎이	달린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많은	뿌리가	땅속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경기	이남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311 금난초 난초과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금란, 금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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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				4~5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로	3~6송이의	

흰색	꽃이	핀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오목하게	

패인다.	곁꽃잎은	꽃받침잎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짧다.	

입술꽃잎에는	밑부분이	주머니	모양이며	꿀주머니는	

꽃잎	밖으로	드러난다.	은난초	또는	은대난초에	비하여	

키가	작고,	꽃과	잎의	수가	적으며	꽃잎이	많이	벌어진다.	

열매	 ▶			가늘고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로	곧게	선다.

잎	 ▶				잎은	1~2장으로	줄기를	감싸고	막질이다.	포는	난상	

피침형이며	2~3mm로	작지만,	아래	쪽의	것은	길이	

1.2~2cm로	잎처럼	보인다.

줄기	 ▶			높이	8~15cm로	곧게	서고,	밑부분에	초상엽이	달린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뿌리가	옆으로	뻗고	끝이	둥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중부	이남,	제주도	산지의	숲속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312 난초과꼬마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var. subaphylla (Miyabe & Kudo) 
Ohwi

31

2

1.	꽃			2~3.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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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꽃			2.	꼬마은난초	C. erecta var. subaphylla			3.	전체모습		
꼬마은난초	:	은난초에	비해	아주	소형이다.

꽃	 ▶	 							5~6월에	원줄기	끝에	흰꽃이	이삭꽃차례로	위를	향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다소	뾰족하고	

길이	7~9mm이며,	꽃잎은	넓은	피침형으로	꽃받침잎	

보다	약간	짧고	끝이	둔하다.	입술꽃잎은	밑부분이	

짧은	꿀주머니가	되어	튀어	나온다.	포는	좁은	삼각형	

이고	길이	1~3mm이다.	

열매	 ▶				가늘고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로	곧게	선다.		

잎	 ▶				긴	타원형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길이는	3~8.5cm,	너비	1~2.5cm이다.	

줄기	 ▶				높이	10~40cm로	곧게	서고	세로로	능선이	있으며	

3~6개의	잎이	있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많은	뿌리가	땅속으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313 은난초 난초과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은란

은난초

꽃차례는 포엽보다 길어

밖으로 돌출한다.

은대난초

꽃차례는 포엽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짧아 포엽과

잎차례에 포함된다.

은난초 

C. erecta 
은대난초 

C. longibracteata 
민은난초 

C. erecta var. oblanceolata 

포엽
은난초에 비해

꿀주머니가 

없다.

꿀주머니

유사종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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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모습			2.	결실기의	전체모습

3.	열매		

2

꽃	 ▶				5~6월에	원줄기	끝에	흰꽃이	이삭꽃차례로	위를	향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다소	뾰족하고	

길이	11~12mm이며,	꽃잎은	넓고	짧으며	입술꽃잎은	

밑부분이	짧은	꿀주머니가	되어	튀어	나온다.	포는	

선형	또는	넓은	선형이고	윗부분은	길이	4~7mm,	

아랫쪽의 1~4개는 5~11cm로 꽃차례 길이 보다 약간 

길거나 같다. 	

열매	 ▶			가늘고	긴	타원형의	삭과는	위로	곧게	선다.

잎	 ▶				긴	타원상의	피침형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뾰족	

하며	밑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잎	뒷면과	가장자리에	

흰색의	돌기가	있으며,	10개의	뚜렸한	세로맥이	있고	

위에서	첫째 잎이 꽃차례보다 길다. 길이는	5~15cm,	

너비	1.5~4cm이다.

줄기	 ▶			높이	30~50cm로	곧게	서나	잎이	나는	부분에서	약간	

꺾이며,	세로로	능선이	있고	6~8개의	잎이	달린다.

뿌리	 ▶				뿌리줄기는	짧고,	단단한	뿌리가	아래로	뻗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314 난초과은대난초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 댓잎은난초, 은대란

1

3

포엽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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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양지형)		2.	전체모습과	꽃차례(음지형)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작고	많은	

황녹색	꽃이	촘촘히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서고	

타원형이며	길이	4~5mm,	곁꽃받침잎은	퍼지고	

비스듬한	타원형이다.	곁꽃잎은	비스듬한	선상	타원형	

이고,	입술꽃잎은	길이	5mm	정도의	혀	모양의	피침형	

이다.	꿀주머니는	길이	7~9mm로	휘어져	밑으로	처진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줄기	아래쪽의	큰	잎은	넓은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	

으로	2~3장이	어긋나게	달리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며,	위로	올라갈수록	좁은	피침형의	포엽	

으로	된다.	길이	10~20cm,	너비	3~8cm이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25~60cm로	곧게	선다.

뿌리	 ▶							육질인	끈	모양의	덩이줄기로	다소	길고	옆으로	뻗으며	

새싹을	낸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일본,	러시아.

315 넓은잎잠자리란 난초과Tulotis asiatica  Hara  
넓은잎나도잠자리란, 잠자리란, 나도잠자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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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전체모습

2

꽃	 ▶				6~7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10~25송이의	

흰꽃이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난형	또는	난상타원형	

이며,	곁꽃받침	잎은	넓은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다.	

꽃잎은	넓은	피침형의	육질로	다소	짧고	합쳐져서	

투구모양이	되며,	입술꽃잎은	길이	1~1.3cm의	넓은	

선형으로	끝이	둔하고,	꿀주머니는	길이	2~	2.7cm이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타원형의	큰	잎	2장이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고	끝이	

둔하고	밑부분이	좁아진다.	길이	8~15cm,	너비	3~	

5cm로	두텁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20~50(60)cm로	곧게	서고,	막질의	날개가	있으며	

밑부분에	막질의	초상엽이	있다.

뿌리	 ▶				묵은	것과	새	것인	방추상의	2개의	덩이줄기와	가는	

원통형의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이나	풀밭	/	중국,	러시아.

316 난초과제비난초 Platanthera freynii  Kraenzl.
향난초, 제비란, 쌍두제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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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모습			2.	열매

꽃	 ▶	 		5~6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10~30송이의	

흰색	꽃이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타원형이고	길이	

7~8mm,	곁꽃받침	잎은	8mm	정도로	끝이	둔하다.	

꽃잎은	다소	육질로	꽃받침잎보다	약간	짧고	끝이	

둔하며,	입술꽃잎은	길이	1.3~1.5cm의	넓은	선형으로	

끝이	둔하다.	꿀주머니는	길이	3~4cm로	밑으로	처진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줄기	아래쪽의	큰	잎은	긴	타원형으로	3~5장이	어긋	

나게	달리고,	밑부분이	좁아져서	줄기를	감싸며,	위로	

올라갈수록	선상	피침형의	포엽으로	된다.	길이	12~	

20cm,	너비	4~7cm이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30~60cm로	곧게	선다.

뿌리	 ▶							굵은	뿌리가	옆으로	뻗으며,	가장	큰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지의	숲속과	풀밭	/	중국,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위기종(EN).

317 갈매기난초 난초과Platanthera japonica  (Thunb.) Lindl.  
제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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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꽃			2.	꽃차례			3.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이삭꽃차례에	5~20송이의	

황록색	꽃이	모여	핀다.	등꽃받침잎은	넓은	난형이고	

길이	4~5mm,	곁꽃받침잎은	6~8mm의	긴	타원형으로	

뒤로	젖혀진다.	꽃잎은	휘어진	난형으로	끝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길어지고	육질이며,	입술꽃잎은	길이	1~	

1.5cm의	넓은	선형으로	끝이	둔하다.	꿀주머니는	길이	

2~3cm로	둥글게	휘어져	끝이	아래로	향한다.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로	아래로	다소	굽는다.

잎	 ▶				줄기	아래쪽의	잎은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1~2장이	

어긋나게	달리고	밑부분이	줄기를	감싸며,	위로	올라	

갈수록	피침형의	포엽으로	된다.	길이	6~12cm,	너비	

1~2.5cm이며	털이	없다.

줄기	 ▶			높이	20~40cm로	곧게	서고,	좁은	날개가	있다.

뿌리	 ▶				방추상의	덩이줄기가	있고,	다소	굵은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양지바른	산지의	풀밭	/	중국,	러시아,	일본.

318 난초과산제비란 Platanthera mandarinorum w brachycentron (Franch. & Sav.) Koidz. ex Ohwi
산제비난초, 산제비난, 짧은산제비난

꽃술대

등꽃받침잎

입술꽃잎(순판)

꿀주머니(거)

곁꽃받침잎

곁꽃잎(측판)
하늘산제비란 

P. mandarinorum Rchb. f. subsp. neglecta

- 꿀주머니가 위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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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꽃			2.	잎			4.	전체모습

3.	점박이구름병아리난초	G. cucullata var. variegata 	잎

꽃	 ▶	 		7~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연한	분홍색	

작은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핀다.	꽃받침잎과	꽃잎은	

좁은	피침형으로	비슷하며,	길이	6~8mm로	1맥이	

있다.	입술꽃잎은	좁은	쐐기형으로	길이	7~8mm로	

3개로	갈라지고	흰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갈래조각은	선형이다.	꿀주머니는	앞으로	굽으며	

꽃잎보다	길다.	포는	작으며	자방보다	약간	길거나	짧다.

열매	 ▶				좁은	타원형의	삭과이다.			

잎	 ▶				줄기	아래쪽에	타원형의	큰	잎	2~3장이	어긋나게	

달리고,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길이	2.5~	

7cm,	너비	1~3.5cm이다.	위쪽의	3~4장의	포엽은	

피침형으로	어긋난다.	

줄기	 ▶				높이	10~20cm로	곧게	선다.

뿌리	 ▶							둥근	덩이뿌리와	육질의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높은	산	숲속	/	일본,	러시아,	유럽.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319 구름병아리난초 난초과Gymnadenia cucullata  (L.) Rich.  
구름병아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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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2.	전체모습

꽃	 ▶				7~8월에	잎	겨드랑이에	연한	분홍색꽃이	1송이씩	

핀다.	꽃받침잎은	긴	타원형이고	끝이	둔하며,	꽃잎은	

꽃받침잎과	비슷하나	약간	짧다.	입술꽃잎은	3개로	

갈라지며,	곁갈래조각은	귀같고	가운데	갈래조각은	

삼각상	난형이고	흰색으로	끝이	둔하며,	아래쪽이	

부풀어서	짧은	꿀주머니가	된다.	

열매	 ▶			도란형의	삭과로	길이	6~7mm이다.

잎	 ▶				어긋나는	좁은	피침형으로	좌우	2줄로	배열되고	딱딱	

하며	둥글고	끝이	둔하며,	길이	6~10mm이다.

줄기	 ▶			가늘고	길게	뻗어	바위나	나무줄기	표면을	기며	자라고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	 ▶				굵고	짧은	흰색의	공기뿌리가	바닥을	기는	줄기	아래	

에서	나와	지상의	바위나	나무	줄기의	겉에	달라	붙는다.

형태	 ▶			늘푸른	여러해살이풀.

분포	 ▶			남부지방	해안산지의	바위	겉	/	일본.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멸종위기종(CR).

320 난초과지네발란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지네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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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 특징비교

푸른천마 G. elata f. viridis

1

1.	전체모습

꽃	 ▶	 				6~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황갈색	또는	

녹색의	많은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	3개는	표면이	

부풀고	합쳐져	찌그러진	단지처럼	보이며	안쪽에	

2개의	꽃잎이	달린다.	입술꽃잎은	난상	피침형이고	

길이	1cm	정도로	3개로	갈라지고	가운데	것은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다.	포는	막질로	피침형이고	길이	

7~12mm,	너비	2mm로	잔맥이	있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는	길이	12~15mm로	위를	향해	달리고	

끝에	마른	꽃잎	흔적이	있다.		

잎	 ▶				퇴화되어	막질의	작은	비늘조각	형태로	줄기에	붙어	

있어	잎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줄기	 ▶				높이	40~100cm로	황갈색	또는	녹색이고	곧게	서며	

털이	없다.

뿌리	 ▶							덩이줄기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7~15cm,	너비	3.5cm로	

육질이며	속에	균사가	들어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퇴화된	부생식물.

분포	 ▶			산지의	숲속	/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비고	 ▶			산림청	희귀보호식물	취약종(VU).

321 천마 난초과Gastrodia elata  Blume  
수자해좃

식물전체가 푸른색인 것을

푸른천마라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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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차례			2.	전체모습

꽃	 ▶				6~8월에	원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많은	

분홍색	꽃이	나선상으로	돌려가며	핀다.	꽃받침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4~6mm로	점차	좁아지고,	꽃잎은	

꽃받침잎보다	다소	짧으며,	입술꽃잎은	도란형으로	

흰색이고	끝부분이	다소	뒤집어지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포는	난상	피침형이고	길이	4~8mm로	끝이	

뾰족하다.		

열매	 ▶			타원형의	삭과로	길이	6~7mm이며,	촘촘히	붙어	달리고	

샘털이	밀생한다.

잎	 ▶				뿌리잎은	피침형	또는	선형으로	길이	5~20cm,	너비	

3~10mm로	주맥이	들어가고	밑부분이	좁아져		줄기를	

감싸며,	줄기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줄기	 ▶			높이	15~40cm로	곧게	서며	잔털이	있다.

뿌리	 ▶				다소	굵고	긴	4~5개의	방추형	뿌리가	있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분포	 ▶			산과	들의	양지바른	풀밭	/	중국,	일본,	유럽	등지.

322 난초과타래난초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타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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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찾아보기

Asyneuma japonicum (Miq.) Briq. 332

Athyrium brevifrons Kodama ex Nakai   61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59

Athyrium yokoscense (Franch. et Sav.) H.Christ   60

Boehmeria longispica Steud. 132

Boehmeria nivea (L.) Gaudich. 130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131

Boehmeria tricuspis (Hance) Makino 133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134

Botrypus strictus (L. Underw.) Holub 33

Botrypus virginicus (L.) Michx 32

Calanthe discolor Lindl. 431

Caltha palustris L. var. palustris  182

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ex KerGawl. 333

Campanula punctata Lam. 329

Camptosorus sibiricus Rupr. 104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438

Cephalanthera erecta var. subaphylla (Miyabe & Kudo) Ohwi 437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436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439

Cheilanthes argentea (Gmel.) Kunze   40

Cheilanthes kuhnii Milde 41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221

Chloranthus fortunei (A.Gray) Solms   126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127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239

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242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237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 Hara 241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240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H.LE′v.   238

Chrysosplenium ramosum Maxim. 243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206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205

Cimicifuga heracleifolia var. bifida Nakai   207

Cimicifuga japonica (Thunb.) Spreng.   208

Cimicifuga simplex (DC.) Turcz. 209

Clintonia udensis Trautv. & C.A.Mey   339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321

Codonopsis pilosula (Franch.) Nannf.   322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43

Coniogramme japonica (Thunb.) Diels   42

Convallaria keiskei Miq. 390

Coreanomecon hylomeconoides Nakai   222

Cornopteris crenulatoserrulata (Makino) Nakai 81

Corydalis cornupetala Y.H.Kim et J.H.Jeong 231

Corydalis decumbens (Thunb.) Pers 225

Corydalis grandicalyx B.U.Oh & Y.S.Kim   228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234

Corydalis incisa (Thunb.) Pers 235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227

Corydalis misandra B.U.Oh 229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215
Aconitum chiisanense Nakai 216
Aconitum ciliare DC. 212
Aconitum coreanum (H.Le′v.) Rapaics    213
Aconitum jaluense Kom. 214
Aconitum japonicum subsp. napiforme (H.Le′v. & Vaniot) Kadota   217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219
Aconitum pseudolaeve Nakai 218
Aconitum sibiricum Poir. 211
Actaea asiatica H. Hara   181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324
Adenophora palustris Kom. 327
Adenophora polyantha Nakai 325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323
Adenophora verticillata Fisch. 326
Adiantum capillus-junonis Rupr.  47
Adiantum monochlamys D.C.Eaton   46
Adiantum pedatum L. 45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202
Adonis multiflora Nishikawa & Koki Ito   204
Adonis pseudoamurensis W.T.Wang   203
Adoxa moschatellina L. 320
Aletris glabra Bureau & Franch. 394
Aletris spicata (Thunb.) Franch.  395
Allium macrostemon Bunge   362
Allium microdictyon Prokh.   363
Allium monanthum Maxim.   361
Allium sacculiferum Maxim.  365
Allium thunbergii G.Don 364
Amitostigma gracile (Blume) Schltr.    422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   305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289
Anemone amurensis (Korsh.) Kom. 193
Anemone koraiensis Nakai   196
Anemone narcissiflora L. 191
Anemone raddeana Regel 192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197
Anemone stolonifera Maxim. 195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183
Arachniodes aristata (G.Forst.) Tindale    88
Arachniodes simplicior (Makino) Ohwi     89
Asarum koreanum (J.Kim & C.Yook) B.U.Oh & J.K.Kim    145
Asarum maculatum Nakai    147
Asarum mandshuricum (Maxim.) M. Kim & S. So   146
Asarum patens (K.Yamaki) B.U.Oh     144
Asarum sieboldii Miq 143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148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370
Asparagus oligoclonos Maxim. 368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369
Asplenium boreale (Ohwi ex Kurata) Nakaike 111
Asplenium incisum Thunb. 108
Asplenium oligophlebium Baker 105
Asplenium pekinense Hance 112
Asplenium ruta-muraria L. 110
Asplenium sarelii Hook. 109
Asplenium varians Wall. ex Hook. et Grev.   113
Asplenium x kobayashii Tagawa. 106
Astilbe koreana (Kom.) Nakai 246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24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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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ion raddeanum Regel 198
Epipactis papillosa Franch. & Sav   417
Epipactis thunbergii A.Gray 416
Equisetum arvense L. 22
Equisetum hyemale L. 20
Equisetum ramosissimum Desf. 21
Eranthis byunsanensis B.Y.Sun 200
Eranthis stellata Maxim. 199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379

Fatoua villosa (Thunb.) Nakai 128

Gagea hiensis Pascher 392
Gagea lutea (L.) KerGawl. 393
Galeola septentrionalis Rchb.f. 435
Gastrodia elata Blume 446
Gentiana chosenica Okuyama 312
Gentiana scabra Bunge 309
Gentiana squarrosa Ledeb. var. squarrosa   306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308
Gentiana wootchuliana W.K.Paik 311
Gentiana zollingeri Faw. 307
Gentianopsis contorta (Royle) Ma 310
Girardinia cuspidata Wedd. 141
Gleichenia japonica Spreng. 39
Goodyera maximowicziana Makino 429
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f.   428
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430
Gymnadenia cucullata (L.) Rich. 444
Gymnocarpium robertianum (Hoffm.) Newman   102
Gypsophila oldhamiana Miq. 161
Gypsophila pacifica Kom. 162

Habenaria linearifolia Maxim. 418
Habenaria radiata (Thunb.) Spreng.   419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314
Halo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287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328
Heloniopsis koreana Fuse & N.S.Lee & M.N.Tamura  396
Hemerocallis fulva (L.) L. 389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386
Hemerocallis middendorffii Trautv. & C.A.Mey.   388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387
Hepatica asiatica Nakai  180
Herminium lanceum var. longicrure (C.Wright) H. Hara 433
Herminium monorchis (L.) R.A.Br 432
Hosta capitata (Koidz.) Nakai  366
Hosta minor (Baker) Nakai 367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129
Huperzia miyoshina (Makino) Ching    23
Huperzia serrata (Thunb.) Trevisan 24
Hylomecon vernalis Maxim.    223
Hypodematium glanduloso-pilosum (Tagawa) Ohwi   76
Hypolepis punctata (Thunb.) Mett. ex Kuhn 55

Corydalis pauciovulata Ohw 233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224

Corydalis speciosa Maxim 232

Corydalis ternata (Nakai) Nakai 230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226

Cremastra variabilis (Blume) Nakai ex Shibata   434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114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165

Cyclosorus acuminatus (Houtt.) Nakai ex H.Ito    80

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424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423

Cypripedium japonicum Thunb. 425

Cypripedium macranthos Sw. 426

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 85

Cyrtomium falcatum (L.f.) C.Presl 86

Cyrtomium fortunei J.Sm. 87

Cystopteris fragilis (L.) Bernh. 103

Davallia mariesii Moore ex Baker 57

Delphinium maackianum Regel 210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ex Miq. 53

Dennstaedtia wilfordii (Moore) H.Christ 54

Deparia conilii (Franch. et Sav.) M.Kato 96

Deparia coreana (Christ) M.Kato 97

Deparia japonica (Thunb.) M.Kato 95

Deparia pseudoconilii (Serizawa) Serizawa 98

Dianthus chinensis L. 169

Dianthus longicalyx Miq. 170

Dicentra spectabilis (L.) Lem. 236

Dicranopteris pedata (Houtt.) Nakaike 38

Dictamnus dasycarpus Turcz. 257

Dioscorea batatas Decne.  400

Dioscorea japonica Thunb. 401

Dioscorea nipponica Makino 404

Dioscorea quinqueloba Thunb. 403

Dioscorea tenuipes Franch. & Sav. 402

Disporum sessile D.Don 378

Disporum smilacinum A.Gray 375

Disporum uniflorum Baker 377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376

Dryopteris bissetiana (Baker) C.Chr.   68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62

Dryopteris commixta Tagawa 70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64

Dryopteris erythrosora (Eat) Kuntze    75

Dryopteris expansa (C.Presl) Fraser & Jenk. et Jermy   74

Dryopteris fragrans var. remotiuscula (Kom.) Fomin.   71

Dryopteris gymnophylla (Baker) C.Chr.    65

Dryopteris hondoensis Koidz. 73

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67

Dryopteris medioxima Koidz. 66

Dryopteris nipponensis Koidz. 72

Dryopteris sacrosancta Koidz. 69

Dryopteris uniformis (Makino) Makino    63

E

F

G

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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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epia strigosa (Thunb.) C.Presl 49

Minuartia verna var. coreana (Nakai) H. Hara 149

Moehringia lateriflora (L.) Fenzl 150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100

Ophioglossum vulgatum L. 31

Orchis cyclochila (Franch. & Sav.) Soo   415

Oreorchis patens (Lindl.) Lindl. 412

Osmunda cinnamomea var. forkiensis Copel. 36

Osmunda japonica Thunb. 35

Oxalis acetosella L. 254

Oxalis corniculata L. 252

Oxalis obtriangulata Maxim. 255

Oxalis stricta L. 253

Panax ginseng C.A.Mey. 288

Parathelypteris japonica (Bak.) Ching   82

Paris verticillata M.Bieb.    372

Parnassia palustris L. 248

Phacellanthus tubiflorus Siebold & Zucc.   319

Phegopteris connectilis (Michx.) Watt.   83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84

Phyllitis scolopendrium L. Newm. 107

Physaliastrum japonicum (Franch. & Sav.) Honda   315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i (Mast.) Makino   316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136

Pilea mongolica Wedd. 137

Pilea peploides (Gaudich.) Hook. & Arn   135

Platanthera freynii Kraenzl.     441

Platanthera japonica (Thunb.) Lindl.    442

Platanthera mandarinorum var. brachycentron (Franch. & Sav.) Koidz. ex Ohwi  443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330

Pleurosoriopsis makinoi (Maxim. ex Makino) Fomin   56

Pogonia japonica Rchb.f. 421

Pogonia minor (Makino) Makino 420

Polygonatum falcatum A.Gray 348

Polygonatum humile Fisch. ex Maxim.   343

Polygonatum inflatum Kom. 350

Polygonatum infundiflorum Y.S.Kim et al.   344

Polygonatum lasianthum Maxim. 347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345

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349

Polygonatum xdesoulavyi Kom. 346

Polypodium virginianum L. 116

Polypodium vulgare L. 115

Polystichum braunii (Spenn.) Fee 79

Polystichum craspedosorum (Maxim.) Diels 77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78

Primula jesoana Miq. 298

Primula modesta var. hannasanensis T.Yamaz.   293

Primula sieboldii E.Morren 292

Pseudostellaria davidii (Franch.) Pax   153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151

Pseudostellaria japonica (Korsh.) Pax   152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155

Pseudostellaria setulosa Ohwi 154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409

Iris minutoaurea Makino 410

Iris odaesanensis Y.N.Lee 411

Iris rossii Baker 405

Iris ruthenica KerGawl. 406

Iris sanguinea Donn ex Horn 408

Iris uniflora var. caricina Kitag 407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194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334

Juncus tenuis Willd. 335

Kirengeshoma koreana Nakai 244

Laportea bulbifera (Siebold & Zucc.) Wedd   142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123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122

Lepisorus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121

Leptorumohra miqueliana (Maxim. ex Franch. et Sav.) H.Ito  90

Lilium amabile Palib. 358

Lilium callosum Siebold & Zucc. 354

Lilium cernuum Kom. 356

Lilium concolor Salisb. 359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355

Lilium leichtlinii var. maximowiczii (Regel) Baker   357

Lilium tsingtauense Gilg 360

Linum stelleroides Planch. 256

Liparis kumokiri F.Maek. 414

Liparis makinoana Schlech. 413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352

Liriope spicata (Thunb.) Lour. 351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338

Lobelia sessilifolia Lamb. 331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336

Luzula plumosa E.Mey. 337

Lychnis cognata Maxim. 166

Lychnis wilfordii (Regel) Maxim 167

Lygodium japonicum (Thunb.) Sw. 37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290

Lysimachia clethroides Duby 291

Lysimachia coreana Nakai 297

Lysimachia japonica Thunb. 294

Lysimachia pentapetala Bunge 299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296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342

Mankyua chejuense B.Y.Sun et al.  34

Matteuccia orientalis (Hook.) Trevis.   99

Matteuccia struthiopteris (L.) Todaro   101

Mcarothelypteris torresiana var. calvata (Baker) Holttum   58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201

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399

Microlepia marginata (Panzer.) C.Chr.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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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178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H.Le′v.) Nakai   173

Thalictrum simlex var. brevipes Hara    179

Thalictrum uchiyamae Nakai 175

Tipularia japonica Matsum. 427

Tofieldia coccinea Rich. 341

Tofieldia nuda Maxim. 340

Tricyrtis macropoda Miq. 371

Trientalis europaea L. 295

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385

Tripterospermum japonicum (Siebold & Zucc.) Maxim.   313

Tulotis asiatica Hara 440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138

Urtica angustifolia var. sikokiana (Makino) Ohwi   139

Urtica laetevirens Maxim 140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380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383

Veratrum oxysepalum Turcz. 384

Veratrum versicolor f. viride Nakai 382

Veratrum versicolor Nakai 381

Viola acuminata Ledeb 280

Viola albida f. takahashii (Makino) W.T.Lee  263

Viola albida Palib. 261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262

Viola biflora L. 284

Viola collina Besser 285

Viola diamantiaca Nakai 259

Viola grypoceras A.Gray 277

Viola hirtipes S.Moore 276

Viola japonica Langsd. ex DC. 271

Viola keiskei Miq. 286

Viola lactiflora Nakai 274

Viola mandshurica W.Becker 269

Viola mirabilis L. 279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283

Viola ovato-oblonga (Miq.) Makino 278

Viola patrinii Ging 275

Viola phalacrocarpa Maxim. 272

Viola rossii Hemsl. 258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264

Viola seoulensis Nakai 270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265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var. variegata  267

Viola variegata var. chinensis Bunge    268

Viola verecunda A.Gray 282

Viola violacea Makino 266

Viola websteri Hemsl. 281

Viola yazawana Makino 260

Viola yedoensis Makino 273

Woodsia intermedia Tagawa 94

Woodsia manchuriensis Hook. 91

Woodsia polystichoides Eat. 93

Woodsia subcordata Turcz. 92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Heller    44
Pteris cretica L. 52
Pteris multifida Poir. 51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220
Pyrrosia hastata (Thunb.) Ching 118
Pyrrosia linearifolia (Hook.) Ching 120
Pyrrosia lingua (Thunb.) Farw. 117
Pyrrosia petiolosa (Christ) Ching 119

Ranunculus cantoniensis DC. 188
Ranunculus chinensis Bunge 189
Ranunculus crucilobus H.Le′v.  186
Ranunculus franchetii H.Boissieu 185
Ranunculus japonicus Thunb. 184
Ranunculus sceleratus L. 190
Ranunculus tachiroei Franch. & Sav.   187
Rodgersia podophylla A.Gray 247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445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250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251
Saxifraga octopetala Nakai 249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30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353
Scopolia japonica Maxim. 317
Selaginella helvetica (L.) Spring 29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26
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28
Selaginella stauntoniana Spring 27
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25
Semiaquilegia adoxoides (DC.) Makino 171
Silene capitata Kom. 160
Silene firma Siebold & Zucc. 156
Silene jenisseensis Willd. 159
Silene koreana Kom. 157
Silene seoulensis Nakai 158
Smilacina bicolor Nakai 373
Smilacina japonica A.Gary 374
Smilax nipponica Miq. 398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397
Solanum lyratum Thunb. 318
Sphenomeris chinensis (L.) Maxon 50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447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168
Stellaria aquatica (L.) Scop. 164
Stellaria media (L.) Vill. 163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391
Swertia diluta var. tosaensis (Makino) H. Hara  301
Swertia japonica (Schult.) Griseb. 300
Swertia pseudochinensis H. Hara 302
Swertia tetrapetala (Pall.) Grossh. 303
Swertia wilfordii J.Kern. 304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174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172
Thalictrum coreanum H.Le′v. 176
Thalictrum ichangense Lecoy. ex Oliv.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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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다리장구채 159

가는대나물 162

가는쇠고사리 88

가는잎쐐기풀 138

가는잎족제비고사리 62

가는장구채 158

가래고사리 83

가시꽈리 315

가지고비고사리 42

가지괭이눈 243

가지더부살이 319

각시고사리 58

각시둥굴레 343

각시마 402

각시붓꽃 405

각시현호색 229

갈매기난초 442

갈퀴현호색 228

감자난초 412

개고사리 59

개구리미나리 187

개구리발톱 171

개구리자리 190

개맥문동 351

개면마 99

개모시풀 131

개미탑 287

개벼룩 150

개별꽃 151

개복수초 203

개부처손 27

개속새 21

개쓴풀 301

개아마 256

개족도리풀 147

개차고사리 105

거미고사리 104

거미꼬리고사리 106

거북꼬리 133

고깔제비꽃 258

고란초 114

고비 35

고비고사리 43

고사리 44

고사리삼 30

고산구슬붕이 311

골고사리 107

골풀 334

곰비늘고사리 63

곱새고사리 97

공작고사리 45

과남풀 308

관중 64

광릉요강꽃 425

괭이밥 252

구름병아리난초 444

구슬붕이 306

구실바위취 249

구실사리 28

금강봄맞이 289

금강애기나리 391

금강제비꽃 259

금강초롱꽃 328

금괭이눈 240

금꿩의다리 173

금난초 436

금낭화 236

금붓꽃 410

금오족도리풀 144

금족제비고사리 65

금털고사리 76

긴개별꽃 152

긴꼬리쐐기풀 139

긴꽃고사리삼 33

긴잎꿩의다리 179

긴잎도깨비쇠고비 85

긴잎제비꽃 278

길골풀 335

까치수염 290

꼬리고사리 108

꼬리쇠고사리 89

꼬마은난초 437

꼬인용담 310

꼭지연잎꿩의다리 177

꽃장포 340

꽃창포 409

꽈리 316

꿩고비 36

꿩의다리 172

꿩의바람꽃 192

꿩의밥 336

끈끈이장구채 157

나도개감채 338

나도고사리삼 31

나도바람꽃 198

나도승마 244

나도씨눈란 432

나도옥잠화 339

나도제비란 415

나도좀진고사리 98

나리난초 413

낚시고사리 77

낚시제비꽃 277

난장이붓꽃 407

남산제비꽃 262

너도바람꽃 199

넉줄고사리 57

넓은잎잠자리란 440

넓은잎제비꽃 279

네귀쓴풀 303

노랑무늬붓꽃 411

노랑원추리 387

노랑제비꽃 283

노랑투구꽃 211

노루귀 180

노루삼 181

노루오줌 245

놋젓가락나물 212

누른괭이눈 242

눈빛승마 206

늦고사리삼 32

늦둥굴레 344

다람쥐꼬리 23

단풍마 403

단풍제비꽃 263

달래 361

닭의난초 416

닻꽃 314

대나물 161

대성쓴풀 305

대흥란 423

더덕 321

덩굴개별꽃 153

덩굴별꽃 165

덩굴용담 313

도깨비부채 247

도깨비쇠고비 86

도라지 330

도라지모시대 324

돌담고사리 109

돌잔고사리 48

돌좀고사리 110

돌토끼고사리 49

동의나물 182

동자꽃 166

한국명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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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꽃 342

둥굴레 345

둥근털제비꽃 285

들바람꽃 193

들현호색 230

땅나리 354

마 400

만삼 322

만주바람꽃 194

만주우드풀 91

말나리 355

매미꽃 222

매발톱 183

맥문동 352

모데미풀 201

모시대 323

모시물통이 137

모시풀 130

뫼제비꽃 264

무늬족도리풀 148

무릇 353

물매화 248

물통이 135

미나리아재비 184

미역고사리 115

미치광이풀 317

민둥뫼제비꽃 265

밀나물 397

바람꽃 191

바위고사리 50

바위떡풀 250

바위미나리아재비 186

바위손 25

박새 384

반들깃고사리 111

반들지네고사리 66

발풀고사리 38

방울비짜루 368

방울새란 420

배풍등 318

백부자 213

백선 257

백운산원추리 386

뱀고사리 60

뱀톱 24

벼룩나물 168

변산바람꽃 200

별고사리 80

별꽃 163

별꿩의밥 337

병아리난초 422

보춘화 424

복수초 202

복주머니란 426

봉의꼬리 51

부싯깃고사리 40

부채마 404

부처손 26

분홍장구채 160

붓꽃 408

비늘고사리 67

비비추난초 427

비짜루 369

뻐꾹나리 371

뽕모시풀 128

사철고사리 112

사철란 428

산괭이눈 237

산괴불주머니 232

산달래 362

산마늘 363

산물통이 136

산부싯깃고사리 41

산부추 364

산우드풀 92

산일엽초 121

산제비란 443

산족제비고사리 68

산토끼고사리 102

삼수개미자리 149

삿갓나물 372

새우난초 431

서울제비꽃 270

석위 117

선괭이눈 238

선괭이밥 253

선괴불주머니 233

선밀나물 398

설설고사리 84

설앵초 293

섬공작고사리 46

섬사철란 429

세바람꽃 195

세복수초 204

세뿔석위 118

세뿔투구꽃 215

세잎승마 207

속새 20

솔나리 356

솔붓꽃 406

쇠고비 87

쇠뜨기 22

쇠별꽃 164

쇠뿔현호색 231

수원잔대 325

숙은꽃장포 341

숙은노루오줌 246

술패랭이꽃 170

숫잔대 331

숲개별꽃 154

승마 205

실고사리 37

십자고사리 78

쓴풀 300

씨눈난초 433

안면용둥굴레 346

알록제비꽃 267

암공작고사리 47

애기괭이눈 239

애기괭이밥 254

애기금강제비꽃 260

애기꼬리고사리 113

애기나리 375

애기똥풀 221

애기석위 119

애기쐐기풀 140

애기족제비고사리 69

애기중의무릇 392

애기톱지네고사리 70

앵초 292

야산고비 100

약난초 434

얼레지 379

여로 380

여우꼬리풀 394

연복초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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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영초 385

연잎꿩의다리 176

염주괴불주머니 234

영아자 332

옥녀꽃대 126

옥잠난초 414

왁살고사리 90

왕제비꽃 281

왜구실사리 29

왜모시풀 132

왜미나리아재비 185

왜승마 208

왜제비꽃 271

용담 309

우단일엽 120

우드풀 93

원추리 389

윤판나물 377

윤판나물아재비 378

으름난초 435

은꿩의다리 174

은난초 438

은대난초 439

은방울꽃 390

응달고사리 81

인삼 288

일엽초 122

일월비비추 366

자주괴불주머니 235

자주꽃방망이 333

자주꿩의다리 175

자주솜대 373

자주쓴풀 302

자주알록제비꽃 268

자주잎제비꽃 266

자주족도리풀 145

잔고사리 53

잔털제비꽃 286

잠자리난초 418

장구채 156

장백제비꽃 284

점고사리 55

점현호색 227

젓가락나물 189

제비꽃 269

제비난초 441

제비동자꽃 167

제주고사리삼 34

조선현호색 226

족도리풀 143

졸방제비꽃 280

좀가지풀 294

좀고사리 56

좀꿩의다리 178

좀나도히초미 79

좀미역고사리 116

좀비비추 367

좀우드풀 94

좀진고사리 96

좀현호색 225

좁쌀풀 296

주저리고사리 71

죽대 347

중나리 357

중의무릇 393

쥐꼬리풀 395

지네고사리 82

지네발란 445

지리바꽃 216

진고사리 95

진범 218

진퍼리잔대 327

진황정 348

참기생꽃 295

참마 401

참바위취 251

참산부추 365

참새발고사리 61

참여로 383

참좁쌀풀 297

참지네고사리 72

처녀치마 396

천마 446

천문동 370

청나래고사리 101

청닭의난초 417

초롱꽃 329

촛대승마 209

층층둥굴레 349

층층잔대 326

칠보치마 399

콩제비꽃 282

콩짜개덩굴 123

큰개별꽃 155

큰괭이밥 255

큰구슬붕이 307

큰까치수염 291

큰방울새란 421

큰봉의꼬리 52

큰쐐기풀 141

큰애기나리 376

큰앵초 298

큰원추리 388

큰잎쓴풀 304

큰제비고깔 210

큰홍지네고사리 73

타래난초 447

태백제비꽃 261

털개구리미나리 188

털사철란 430

털제비꽃 272

털족도리풀 146

털중나리 358

투구꽃 214

퉁둥굴레 350

패랭이꽃 169

퍼진고사리 74

푸른여로 382

풀거북꼬리 134

풀고사리 39

풀솜대 374

피나물 223

하늘나리 359

하늘말나리 360

한들고사리 103

한라돌쩌귀 217

할미꽃 220

해오라비난초 419

현호색 224

호제비꽃 273

혹쐐기풀 142

홀아비꽃대 127

홀아비바람꽃 196

홍도까치수염 299

홍지네고사리 75

환삼덩굴 129

황고사리 54

회리바람꽃 197

흰괭이눈 241

흰그늘용담 312

흰여로 381

흰젖제비꽃 274

흰제비꽃 275

흰진범 219

흰털제비꽃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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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강모(剛毛)

거치(鋸齒)

견모(絹毛)

골돌과(骨突果)

과병(果柄)

구과(毬果)

급첨두(急尖頭)

깃꼴겹잎

꽃눈

꽃차례

나아(裸芽)

단성화(單性花)

맥액(脈腋)

방사상(放射狀)

난상(卵狀)

대생(對生)

면모(綿毛)

방추형(紡錘形)

난상피침형(卵狀披針形)

도란형(倒卵形)

밀선(蜜腺)

배봉선(背縫線)

난형(卵形)

도심장형(倒心臟形)

밀생(密生)

복모(伏毛)

복봉선(腹縫線)

복엽(複葉)

봉선(縫線)

능각(稜角)

도피침형(倒披針形)

둔두(鈍頭)

둔저(鈍底)

결각(缺刻)

기판(基瓣)

두상화서(頭狀花序)

복산방꽃차례

복산형꽃차례

억센털

톱니

열매자루

맨눈

맥겨드랑이

달걀모양

마주나기

거꿀달걀꼴

꿀샘

달걀모양

누운 털

모서리

겹산방꽃차례

겹산형꽃차례

뻣뻣하고 억센 털.

식물의 잎이나 꽃잎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처럼 베어져 들어간 자국.

비단실 같이 부드러운 털.

여러 개의 씨방으로 이루어졌으며, 익으면 벌어진다.

열매의 자루.

솔방울 모양을 한 열매(소나무, 굴피나무).

잎의 끝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게 되는 모양.

새의 깃털 모양으로 생긴 잎(자귀나무, 등이 있다.)

겨울눈(동아 冬芽)의 하나로 꽃이 되는 눈.

줄기나 가지에 꽃이 달리는 모양. 화서(花序)

인편이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눈.

암술, 수술 중 한 가지만 있는 꽃.

맥짬이라고도 하며 잎의 면과 맥의 사리을 말한다.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거미줄이나 자전거 바퀴살처럼 뻗어나간 모양.

달걀과 같은 모양. 난형과 같은 뜻.

두 개가 한 마디에서 서로 마주 나는 모양.

부드러운 솜털.

양 끝이 뾰족한 원기둥꼴의 모양(예:무우 뿌리)

달걀모양이지만 위 끝 부분이 뾰족한 모양.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 도란상(倒卵狀)

꿀을 분비하는 샘.

자방벽에서 심피의 중앙맥이 달리는 선.

밑 부분이 윗부분보다 넓고 끝이 둥근 모양.

심장을 거꾸로 세운 듯한 잎의 모양. 

빈틈없이 빽빽이 남.

자방벽에서 심피의 가장자리가 유합된 선.

여러 개의 작은 잎(소엽)이 모여 이루어진 잎.

열매가 터지는 선

물체의 뾰족한 모서리.

거꾸로 세운 피침형.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거나 뭉뚝한 모양.

밑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거나 뭉뚝한 모양.

잎 같은 것의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듦 정도를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천열, 중열, 심열, 전열이 있다.

주로 난초과와 콩과 식물의 꽃 구조 중 하나로 꽃잎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꽃잎.

머리모양꽃차례  여러 꽃이 꽃대 끝에 모여 머리 모양을 이루어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는 모양.

산방으로 난 꽃차례들이 다시 산방으로 달리는 꽃차례, 복산방화서(複  
散房花序)

산형으로 난 꽃차례들이 다시 산형으로 달리는 꽃차례, 복산형화서(複
傘形花序), 우산모양꽃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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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과(朔果)

산형꽃차례

샘털

수과(瘦果)

용골판(龍骨瓣)

원추꽃차례

유착(癒着)

유합(癒合)

익판(翼瓣)

액생(腋生)

수과(瘦果)

산방꽃차례

우상복엽(羽狀複葉)

원뿔꽃차례

깃꼴겹잎

익으면 과피(果皮)가 말라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여러 개의 씨방

으로 된 열매.

꽃자루 끝에서 같은 길이의 작은 꽃자루가 우산 모양으로 펼쳐진 꽃차례. 

산형화서(傘形花序)

끝이 팽대되어, 보통 이슬모양을 한, 분비물을 함유하고 있는 털. 

선모(腺毛)

식물의 열매인 폐과(閉果)의 하나. 모양이 작고 익어도 터지지 않는다. 

민들레, 해바라기 따위의 열매가 있다.

나비모양꽃부리(접형화관)의 꽃잎 중에 아래 쪽의 꽃잎.

(주로 콩과 식물).

꽃차례의 모양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전체적으로 원뿔모양인 

꽃차례. 원추화서(圓錐花序).

서로 붙어 있지만 완전히 융합된 것은 아닌 모양.

(괴불나무의 열매)

서로 붙어 완전히 융합된 모양.

(길마가지나무의 열매, 흰괴불나무의 열매)

나비모양꽃부리(접형화관)에서 좌우 양옆에 있는 2개의 꽃잎으로 기판과 

용골판 사이에 있다(주로 콩과 식물).

싹이나 꽃 따위가 잎이 붙어 있는 자리에서 남.

액출(腋出).

턱잎, 포, 꽃받침, 암술대 등의 부위가 열매가 익은 뒤나, 낙엽이 질 때

까지 남아있는 것.

꽃차례에 달리는 작은 꽃자루 길이가 위로 갈수록 짧아져서 위에서 

편평한 모양을 이루는 꽃차례.

산방화서(散房花序)

작은 잎이 깃털모양(우상)으로 구성되는 겹잎.

맨위 끝에 작은 잎이 있는 것을 홀수깃꼴겹잎(기수우상복엽), 없는 것을 

짝수깃꼴겹잎(우수우상복엽)이라 한다.

살눈

성상모(星狀毛)

소엽(小葉)

소화경(小花梗)

삼출엽(三出葉)

세거치(細鋸齒)

소엽병(小葉柄)

속생(束生)

악편(鄂片)

양성화(兩性花)

엽연(葉緣)

연모(軟毛)

엽축(葉軸)

연모(緣毛)

엽저(葉底)

엽병(葉柄)

예거치(銳鋸齒)

예두(銳頭)

엽액(葉腋)

예첨두(銳尖頭)

예저(銳底)

우편(羽片)

원두(圓頭)

윤생(輪生)

원저(圓底)

융모(絨毛)

별모양털

작은잎

작은꽃자루

잔톱니

작은잎자루

꽃받침조각

잎가장자리

잎자루

잎겨드랑이

돌려나기

부드러운 털

자라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싹.(주아, 육아)

방사방향으로 갈라져서 별모양을 하고 있는 털

겹잎(복엽) 모양의 잎차례로 구성된 작은 잎.

꽃차례를 구성하는 각각의 꽃에 달리는 자루.

잎의 모양이 완전히 갈라진 형태의 것이 3개인 잎(예: 싸리의 잎)

(잎)가장자리의 작은 톱니.

겹잎(복엽) 모양의 잎차례로 구성된 작은 잎의 자루.

잎이나 꽃이 다발로 되어 모여 나는 것.

꽃받침을 구성하는 낱개의 조각.

한 꽃에 수술과 암술이 다 갖추어져 있는 꽃.

잎몸의 가장자리를 말함.

부드러운 털.

겹잎(복엽)에 있어 작은 잎이 붙는 중앙의 축.

잎이나 꽃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털.

잎몸의 밑부분.

톱니의 끝이 예리한 또는 뾰족한 모양.

(잎)윗부분이  쐐기처럼 뾰족한 모양.

잎과 줄기 사이의 틈(짬). 잎짬.

(잎)끝이 매우 뾰족한 모양.

(잎)밑 부분이  쐐기처럼 뾰족한 모양.

깃꼴겹잎에서(우상복엽) 깃 모양으로 갈라진 각 조각.

(잎)끝이 둥근 모양.

3개 이상이 한 마디에서 돌려붙어 있는 모양.

(잎)밑 부분이 둥근 모양.

길이가 일정치 않은 털이 서로 엉켜 있는 부드러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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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鱗毛)

장과(漿果)

전연(全緣)

절형(截形)

정아(頂芽)

인편(鱗片)

장상복엽(掌狀複葉)

전열(全裂)

점첨두(漸尖頭)

종침(種枕)

인편상(鱗片狀)

장상(掌狀)

절두(截頭)

정소엽(頂小葉)

중륵(中肋)

중축(中軸)

첨두(尖頭)

총생(叢生)

측소엽(側小葉)

평활(平滑)

호생(互生)

피목(皮目)

화경(花梗)

피침형(披針形)

화관(花冠)

합생(合生)

화관통부(花冠筒部)

혁질(革質)

화반(花盤)

화병(花柄)

화축(花軸)

화탁(花托) 

화피열편(花被裂片)

비늘털

끝눈

비늘조각

어긋나기

껍질눈

꽃자루

꽃부리

가죽질

꽃자루

꽃차례축

꽃받침

꽃덮개조각

과육과 액즙이 많고 속에 씨가 들어 있는 열매. 

잎 같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어 매끈한 상태.

끝이 중맥과 직각으로 편평한.

줄기나 가지의 끝에 나는 눈.

작은 잎이 손바닥모양으로 달리는 겹잎.

밑 부분 끝까지 완전히 갈라진 상태.

점차로 뾰죽해져 끝이 꼬리처럼 길게 되는 모양.

씨앗의 밑 부분에 붙어 있는 젤리같은 물질, elaiosome.

비늘조각 모양.

손바닥을 편 모양.

끝이 중맥과 직각으로 편평한 모양.(튜립나무의 잎).

복엽의 중간 끝에 있는 작은 잎.

잎의 중축을 이루는 큰 맥. 중맥.

꽃차례나 잎차례(겹잎) 중심을 이루는 축.

(잎)끝이 뾰족한 모양. 예두.

한 곳에 여러 개가 모여서 나는 모양.

겹잎(복엽)을 구성하는 중축의 좌우에 달리는 작은 잎.

갈라지지 않고 편평하며 매끄러운 모양.

서로 어긋나게 달리는 모양.

나무가지의 껍질에 있는 통기조직.

꽃 또는 꽃차례가 달리는 자루. 꽃대, 화병(花柄)

(잎)양끝이 뾰족하게 되는 모양.

꽃잎 전체를 이르는 말.

같은 기관의 일부가 서로 유합된 모양.

꽃부리의 한 부분으로 원통 모양 또는 깔때기 모양인 부분.

(잎이)두텁고 질긴 성질의 것. (동백나무, 석위의 잎).

암술대 밑 부분의 쟁반모양의 육질성 구조.

하나의 꽃을 달고 있는 자루. 꽃대

꽃차례의 중심축.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 붙어있는 받침대

화피를 구성하는 낱장.

초상엽

취산꽃차례

퍼진털

협과(莢果)

총상꽃차례

잎 밑부분이 원통처럼되어 마디와 마디 사이의 줄기를 감싸는 잎, 잎집

(주로 벼과, 백합과 등의 식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꽃차례 축의 끝에 한 개의 꽃이 달리고 그 밑에 여러 개의 꽃이 달리는 

형식이 반복된 꽃차례.(작살나무, 백당나무, 덜꿩나무). 취산화서(聚  散花序)

줄기나 잎 등의 면에 직각으로 난 긴털.

(개출모開出毛는 일본용어)

열매가 꼬투리로 맺히며 성숙한 열매가 마르면 심피 씨방이 두 줄로 

갈라져 뒤틀리면서 씨가 튕겨져 나가는 열매.(콩과식물)

꽃차례 축에 자루가 있는 꽃들이 마주나거나, 어긋나게 차례차례로 

달리는 꽃차례. 총상화서(總狀花序)

화피(花被) 꽃덮개

꽃의 생식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영양기관으로 밖의 외화피(꽃받침)와 
안쪽의 내화피(꽃잎)로 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꽃잎과 꽃받침의 구별이 
없는 경우 이 둘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 둘이 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구성하는 낱장을 꽃덮개조각(화피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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