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1.



Botanical Nomenclatureota ca o e c atu e
• 식물의 이름은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 l IC N)에 의거하여 붙여진다Nomenclature; ICBN)에 의거하여 붙여진다.

- 6년마다 개최되는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IBC)에서 개정

- Code는 IBC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이전의 것들과 구분

ex) Tokyo Code (1993), St. Louise Code (1999),

Vienna Code (2005)…

- Vienna Code가 가장 최근의 것.

- 차기 IBC: 2011년 Australia Melbourne http://www.ibc2011.com/

- ICBN: http://ibot.sav.sk/icbn/main.htm 참조

• 학명은 변할 수 있음 규약에 따라 정명만을 인정하고, 소급력이 있학명은 변할 수 있음 규약에 따라 정명만을 인정하고, 소급력이 있

음으로 규약에 어긋나는 것이 차후에 발견되어도 소급하여 변경함.



= common name= scientific name

Cf i k (T i d d ) k (Q )Cf., poison oak (Toxicodendron) vs. oak (Quercus)



ICBNICBN

I P i i l (원리)I. Principle (원리)
II. Rules and Recommendations (규칙과 권고)

Article 1 (제 1항)Article 1 (제 1항)
Article 2
…
Article 8
Recommendation 8A
R d ti 8BRecommendation 8B

Article 9
…



Principle I Botanical nomenclature is independent of zoological and bacteriological nomenc

lature. The Code applies equally to names of taxonomic groups treated as plants whethe

r or not these groups were originally so treated.

① 과① 식물명명규약은 동물명명규약, 세균명명규약과는 별도임. 본 규약은 원래 식물군으로 취급

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식물로 취급되는 분류군의 명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모

든 식물에 해당; algae 포함)든 식물에 해당; algae 포함). 

Principle II The application of names of taxonomic groups is determined by 

means of nomenclatural types.means of nomenclatural types.

② 한 분류군에 대한 이름의 적용은 명명기준형에 의거한다.

Principle III The nomenclature of a taxonomic group is based upon priority of p g p p p y

publication.

③ 분류군의 명명은 출판의 선취권(先取權 priority)에 따른다.

cf. 명명규약에 정한 바 대로 먼저 출판된 이름이 합법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1753년 Linnaeus의

Species Plantarum 이전의 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의 경우: IBC에서의 결의에 따라 보유(conserve) 한 경우.



참조: 널리 통용되던 이름에 대하여 다른 이름에 선취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취
권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발
표된 이름이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결의한 것을 보유명(保有名 conserved name표된 이름이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결의한 것을 보유명(保有名 conserved name, 
nomina conservanda)이라 한다. 

Principle IV Each taxonomic group with a particular circumscription position and rank caPrinciple IV Each taxonomic group with a particular circumscription, position, and rank ca
n bear only one correct name, the earliest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xcept 
in specified cases.

④ 특정한 한계, 지위, 계급을 가지는 각 분류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약에 따라서④ 특정한 한계, 지위, 계급을 가지는 각 분류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는, 규약에 따라서
가장 먼저 명명된 단 하나의 정명(correct name)을 갖는다.

cf. 

예외의 경우. 이름이 2개인 과명들 Palmae(Arecidaceae) 종려과, Graminae(Poaceae) 
화본과, Cruciferae(Brassicaceae) 십자화과, Labiatae(Lamiaceae) 꿀풀과, Compositae
(Asteraceae) 국화과, Guttiferae(Clusiaceae) 물레나물과, Leguminosae(Fabaceae) 콩
과, Umbelliferae(Apiaceae) 산형과

Principle V Scientific names of taxonomic groups are treated as Latin regardless of their 
derivation.

⑤ 분류군의 학명은 그 유래에 관계없이 Latin어 또는 Latin어화 한다⑤ 분류군의 학명은 그 유래에 관계없이 Latin어 또는 Latin어화 한다. 

Principle VI The rules of nomenclature are retroactive unless expressly limited.

⑥ 식물명명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遡及力)이 있다⑥ 식물명명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遡及力)이 있다.





Palmae = Arecaceae (종려과 = 야자과)



Gramineae = Poaceae (화본과 = 벼과)



Cruciferae = Brassicaceae (십자화과)



Leguminosae = Fabaceae (콩과)



Guttiferae = Clusiaceae (물레나물과) 교과서 391페이지



Umbelliferae = Apiaceae (산형과 = 미나리과)



Labiatae = Lamiaceae (꿀풀과)( )



Compositae = Asteraceae (국화과)





Typology(類型學)Typology(類型學) 

( )• 자연 분류군마다 type (고유한 형)을 정해 놓고 그것과
유사한 것을 하나의 분류군으로 인식. 

한 분류군에는 그것을 대표할 만 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한 분류군에는 그것을 대표할 만 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개념

• 이것은 창조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 개념의 바• 이것은 창조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 개념의 바
탕으로는 실제 type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typology를 염두에 두고 체계를 세운 과거
의 분류가 현대적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의 분류가 현대적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
화적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고, 이 개념에 의해 실제 분
류가 이루어 진다.



Typification (기준법)
Typification: 한 종의 기준을 하나의 표본으로 설정

한 속의 기준을 하나의 종으로 설정

한 과의 기준을 하나의 속으로 설정 …

Type Specimen (기준표본=모식표본)Type Specimen (기준표본 모식표본)

① Holotype (정기준표본)-명명기준으로 명명자가 학명기재 시 사용하는 원전
에 지정한 1매의 표본.

② Isotype (동(同)기준표본) 정기준표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채집한 정② Isotype (동(同)기준표본)-정기준표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채집한 정
기준표본의 중복품.

③ Syntype (동가(同價)기준표본)-발표자가 특정하게 정기준표본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표본을 인용할 경우 그 전부않고 여러 개의 표본을 인용할 경우 그 전부.

④ Paratype (종(從)기준표본)-정 또는 동기준표본 이외에 원전에 인용한 표본.

⑤ Lectotype (선정(選定)기준표본)-정기준표본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분실 또
는 파손되었을 경우 동기준표본 중에서 선정한 표본. 

⑥ Neotype (신(新)기준표본)-정 또는 동기준표본이 없거나 분실되어 새로 보
충하여 설정한 표본.

http://www.nationaalherbarium.nl/virtual/ 네델란드 표본관의 type표본



Type specimen may NOT be at all “typical”.yp p y yp

기준표본은 꼭 기준일 필요는 없다기준표본은 꼭 기준일 필요는 없다.











• 종이상 분류군: 일명법(uninomial name) ex. Ranunculaceae

식물 학명의 표기

• 종명: 이명법(binomial name) 

1. 종명 = 속명(genus name) + 종소명(specific epithet) + 명명자(author)
S t ll i i di LiScutellaria indica Linne
속명: Scutellaria (첫글자 대문자)
종소명: indica (모두 소문자)
명명자: Linne (첫글자는 대문자)명명자: Linne (첫글자는 대문자)

2. 속명과 종소명은 반드시 이텔릭체(간혹 Bold)로 표시하고, hand writing의 경우 밑줄을 그어 이텔릭
체를 대신다. 
Scutellaria indica Linne 또는 Scutellaria indica Linne 또는 Scutellaria indica LinneScutellaria indica Linne 또는 Scutellaria indica Linne 또는 Scutellaria indica Linne

3. 명명자는 약자로 표시하기도 하며, 많이 쓰이는 학명의 경우 명명자 전체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이것
은 정식 학명의 표기는 아니다.
Scutellaria indica L. (명명자를 약어로 표시한 경우)Scutellaria indica L.  (명명자를 약어로 표시한 경우)
골무꽃이라는 식물을 그냥 Scutellaria indica라고 명명자 없이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식 학
명의 표기는 아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붙일 경우

4 혼란이 되지 않은 이상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속명을 약자로 표기해 쓰기도 한다4. 혼란이 되지 않은 이상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속명을 약자로 표기해 쓰기도 한다.
예) 한 논문에서 처음에는 Scutellaria indica L. 라고 쓰고, 이후에는 S. indica L.의 형태로 쓰기도 함.

5. 종 이하의 구분은 식물의 경우 아종(subspecies), 변종(variety), 품종(forma)등을 쓰고, 약자인 subsp., 
var 또는 for를 쓰고(이텔릭 이 아님) 그 다음에 종하명과 명명자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마찬가var., 또는 for.를 쓰고(이텔릭 이 아님), 그 다음에 종하명과 명명자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마찬가
지로 종하명은 이텔릭으로, 명명자는 이텔릭이 아님).
Scutellaria pekinensis var. ussuriensis Regel 호골무꽃
Scutellaria indica for. alba S. Kim      연지골무꽃



동물의 경우

1. 아속명을 괄호에 넣어 함께 쓸 때도 있다.
• Metrioptera (Sphagniana) ussuriana Uvarov 우수리여치
= Metrioptera ussuriana Uvarov

- Metrioptera :속명 (첫글자 대문자)
(S h i ) 아속명 (첫글자 대문자)- (Sphagniana) : 아속명 (첫글자 대문자)

- ussuriana : 종소명 (첫글자 소문자)
- Uvarov : 명명자 (첫글자 대문자)

2. 아종 표시 없이 속명 종소명, 아종명을 나열.

• Zubovskya koeppeni parvula (Ikonnikov) 민날개밑들이메뚜기• Zubovskya koeppeni parvula (Ikonnikov) 민날개밑들이메뚜기

- Zubovskya :속명 (첫글자 대문자)
- koeppeni : 종소명 (첫글자 소문자)- koeppeni : 종소명 (첫글자 소문자)
- parvula : 아종명 (첫글자 소문자)
- (Ikonnikov) : 명명자 (첫글자 대문자)

Homo sapiens sapiens L.



• 정명=합법명 (legitimate name = valid name) <--> illegitimate name

• 합법명 (valid name): 명명규약에 따라 유효하게(effective) 출판된 이름

• 관속식물의 유효 명명의 시작:

1753년 5월 1일 Linnaeus의 “Species Plantarum”의 출간

이전의 출판들은 유효하지 못하고 이후 유효출판된 학명만 선취권을 갖는다

신분류군 발표를 위한 유효출판 요건

① 이명법에 의한 라틴어 학명 설정. 

② 이름의 계급(rank)를 명시 예) 신종(species nova 약어 sp nov )을 명시② 이름의 계급(rank)를 명시 예) 신종(species nova, 약어 sp. nov.)을 명시.

③ Type specimen (기준표본)을 설정. 

④ 라틴어로 기재(記載 d i ti )하고 하거나 비슷한 분류군과의 차이를 기술④ 라틴어로 기재(記載 description)하고, 하거나 비슷한 분류군과의 차이를 기술

한 표징(標徵 diagnosis) 서술.

⑤ 유효출판( ff ti bli ti ) 전문 학술지나 책에 “출판”하여야 함⑤ 유효출판(effective publication): 전문 학술지나 책에 “출판”하여야 함. 

electronic publication 은 안됨! (Vienna Code)



명명자에 사용하는 기호들명명자에 사용하는 기호들

•& or et (Latin “and”)
Aster hayatae H.Lev. & Vaniot = Aster hayatae H.Lev. et Vaniot

• ex
Clematis mandshurica Rupr. var. koreana Nakai ex Mori

Nakai 가 발표했으나 합법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었고 후에 Mori가
합법적으로 발표하면서 Nakai의 업적을 존중하여 이름을 넣어준 것임. 

Ab li h ll di ti h N k i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T. H. Chung ex Nakai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짜 이름 임)

in• in
Viburnum ternatum Rehder in Sargent. 
Sargent. 의 publication 안에서 Rehder 가 발표함.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 어떤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보충되면서(예를 들어 계통학적 정보 추가)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경우가 생김

분류군의 이동 (같은 rank로 이동)
Andromeda ferruginea Walter (1818)
Nuttall은 1818년 이 식물을 Lyonia 속의 식물로 인식

Lyonia ferruginea (Walter) Nuttall
= Lyonia ferruginea (Walt.) Nutt.

이 때 최초발표자 는 괄호안에 넣고 속을 바꾼 학자의 이름은 뒤로 간다이 때 최초발표자 Walter는 괄호안에 넣고 속을 바꾼 학자의 이름은 뒤로 간다. 

분류군의 이동 (다른 rank로 이동)류 의 이동 (다 이동)
Scutellaria transitra Makino (1904) 
Hara는 1948년 이 식물을 Scutellaria pekinensis의 변종으로 인식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arap ( )

두 경우 모두 옮긴 후의 이름을 사용하면 옮기기 전의 이름은 명명상의 동정이명
(nomenclatural synonym)이 됨



• Basionym (기본명)

하나의 type에 연관되어 있는 이름. 최초 기재 시 붙인 이름. 이후 연구에 의해 계

급의 변동 또는 분류군의 이동이 있어도 원래 이름은 변하지 않고 따라 간다.

예) 개나리 Forsythia viridissima var. koreana Rehder (1924)

F. koreana (Rehder) Nakai (1926)

여기서 라 이 이 이다여기서 koreana라는 이름이 basionym 이다. 

C bi d (조합명)• Combined name (조합명) 

나중의 연구에 의해 다른 속이나 종으로 옮겨가더라도 기본명은 그대로 따라가

서 다른 속명 + basionym 을 “조합”하여 새로운 학명을 만든 것이다 조합명을 발서 다른 속명 + basionym 을 조합 하여 새로운 학명을 만든 것이다. 조합명을 발

표할 때는 괄호 속에 원 명명자명을 쓰고, 다음에 처리한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조

합명임을 표시하는 comb nov 를 표시한다합명임을 표시하는 comb. nov.를 표시한다.

예) Vernonia leiocarpa DC. (1836)

Cacalia leiocarpa (DC ) Kuntze comb nov (1891)Cacalia leiocarpa (DC.) Kuntze comb. nov. (1891)

Eremosis leiocarpa (DC.) Gleason comb. nov. (1906)



분류군을 합침

•두개의 분류군이 발표 되었지만 나중에 연구해 보니 똑같은 식물이었다. 이 때는

두 식물군을 합쳐 하나의 이름을 사용한다두 식물군을 합쳐 하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이름은 priority rule에 따라 먼저 발표된 이름을 채택함.

Scutellaria strigillosa Hemsley (1890)Scutellaria strigillosa Hemsley (1890)

S. jezoensis Kudo (1939)

두개의 분류군이 같은 식물로 판단됨. 먼저 발표된 S. strigillosa를 사용하고,두개의 분류군이 같은 식물로 판단됨. 먼저 발표된 S. strigillosa를 사용하고, 

S. jezoensis 는 분류학적 동종이명(taxonomic synonym)이 됨



분류군을 나눔분류군을 나눔

한 종을 두 개의 다른 변종으로 구분할 때 기존의 type 표본이 속한 group은 자동명
을 부여 받고 원변종이 되고 새로운 변종은 새이름을 붙임을 부여 받고 원변종이 되고, 새로운 변종은 새이름을 붙임.

예)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1921)예)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1921)
긴산개나리 F. saxatilis var. lanceolata S. Lee (1984)를 발표
→산개나리의 자동명 F. saxatilis var. saxatilis (1984) 가 자동으로 생김.

• Autonym (자동명)
한 종의 종하 분류군을 새로 설정할 때 원종의 기본명은 자동적으로 같은 계급의

종하 소명이 된다. 이 때 명명자명은 붙이지 않는다.종하 명이 된다 이 때 명명자명은 붙이지 않는다



• Tatonym (반복명)

속명과 종소명이 정확히 같은 경우를 말하며 반복명이라고 하고 반복명은 인정

하지 않는다.  분류군의 계급을 이동 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종소명을 새로 명명한다.

예) Cucubalus behea L. (1953)를 Behea 속으로 옮김

→Behea behea가 되어야 하나, B. vulgaris Moench (1794) nom. nov. 로 신칭.



Synonmy (동종이명)

• Taxonomic synonym 분류학적 동정이명

서로 다른 t 이 지정되어 있는 분류군을 합칠 때 선취권에 따라 한 이름을 선서로 다른 type이 지정되어 있는 분류군을 합칠 때 선취권에 따라 한 이름을 선

택하고 나머지 한 이름은 taxonomic  synonym이 된다.  

• Nomenclatural synonym 명명상의 동정이명

한 분류군이 다른 분류군으로 이전되어 이름이 바뀌었지만 었지만 하나의 type한 분류군이 다른 분류군으로 이전되어 이름이 바뀌었지만 었지만 하나의 type

에 근거한 이름인 경우 명명법에의해 선택된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이름은

nomenclatural synonym이 된다nomenclatural synonym이 된다. 







Cultiver (재배종)의 명명 법칙

• Cultiver = Cultivated variety: 

hybridization selection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배를 위해hybridization, selection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배를 위해

개발된 것들.

• genus name, species name, common name 뒤에

cv. 또는 ‘###’로써 나타냄 (1996 이후에는 cv. 는 공식적으로 사용 안함)

ex) Citrullus cv. Crimson Sweet = Citrullus ‘Crimson Sweet’

Citrullus lanatus cv Crimson Sweet = Citrullus lanatus ‘Crimson Sweet’Citrullus lanatus cv. Crimson Sweet  Citrullus lanatus Crimson Sweet

watermelon cv. Crimson Sweet = watermelon ‘Crimson Sweet’ 

위의 여섯 이름은 모두 같은 재배종을 나타내는 다른 표기들임위의 여섯 이름은 모두 같은 재배종을 나타내는 다른 표기들임

ex) Hosta ‘Decorata’, Magnolia ‘Star Wars’, 

Magnolia compbelli var. mollicomata ‘Lanarth’



Hybride (교배종)의 명명Hybride ( 배종)의 명명

두 양친분류군의 종소명 사이에 "X"를 넣어 “form”으로 나타내거나두 양친분류군의 종소명 사이에 X 를 넣어 form 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앞에 "X"를 쓰고 새로 명명한다(이텔릭).

예) Magnolia denudata (백목련) X Magnolia liliiflora (자목련)  “form”

= Magnolia X soulangiana 위의 것을 soulangiana라고 새로 명명 Magnolia X soulangiana 위의 것을 soulangiana라고 새로 명명



Hybride vs CultiverHybride vs. Cultiver

• “Cultiver” 라는 범주 내에 “Hybride”가 들어감. 그러

인 경 에 개의 법칙을 다 적용할므로 hybride인 경우에는 두개의 법칙을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혼합해서 쓰면 안됨수 있다. 그러나 혼합해서 쓰면 안됨.

Ex) Magnolia ‘Vulcan’ 혹은 Magnolia X vulcan 으로 표시 가능

Magnolia X ‘Vulcan’ 은 두 개의 법칙을 혼합해서 쓴 것으로 잘못된 것임. 



Magnolia ‘Royal Flush’



• M. ‘Royal Fluish’
= (M. X soulangiana 'Lennei Alba') X (M. X veitchii)

(M d d t X M liliifl ) X (M b lli X M d d t )= (M. denudata X M. liliiflora) X (M. campbelli X M. denudata)

Magnolia ‘Royal Flush’

female maleM. X soulangiana
‘L i Alb ’

M. X vetchii
cross

selection
‘Lennei Alba’

M X soulangiana
cross

cross

M. X soulangiana

cross

M. denudata M. liliiflora M. campbelli M. denudata

female male female male



M li ‘V l ’Magnolia ‘Vulcan’



부록 2 표본의 준비와 동정부록 2. 표본의 준비와 동정







1. 위생백에 각각 담긴 채집물을 꺼낸다.



2. 신문지에 채집정보(장소, 채집자)를 기록한다



3. 신문지 한 장에 표본을 누를 때 한 두 장의 잎을 뒤집어 표본을 붙인 후에도 잎 뒷면
을 관찰 할 수 있게 한다.



4. 골판지-신문지사이의 표본-골판지-신문지사이의 표본... 순으로 표본을 하나하나
위치시킨다.



5. 야책과 야책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6. 건조기에 넣어 표본을 건조시킨다. 이때 건조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를 골판지의
골 방향으로 위치시켜 선풍기에 의해 건조시킨다. 선풍기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하루
에 두 번 정도 신문지를 갈아주어 신문지가 수분을 흡수하며 마를 수 있도록 한다.



7. 표본이 완전히 건조되면 건조기에서 꺼낸 후 대지에 붙인다. 우선 연필로 모든 채집
정보를 대지에 기록한다. 만약을 위해 항상 모든 정보를 각각의 대지에 기록해 두는 것
이 좋다.



8. 표본을 대지에 붙일 위치를 우선 정하는데, 오른쪽 아래 라벨을 붙일 것을
가만하여 위치를 정한다.



9. 목공용 본드 또는 식물표본제작용 전문 풀로 줄기 부위를 중심으로 풀칠하고
대지위에 놓고 굳힌다. 부피가 커서 대지에 평평하게 붙기 어려운 것에는 문진 등
의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아 식물이 대지에 붙을 수 있도록 한다.



10. 표본이 완성되면 모든 정보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11. 라벨을 붙인다.



12 완성된 표본12. 완성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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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rium Index:  전세계 표본관의 현황과 약칭이 정리되어 있음
http://sciweb.nybg.org/science2/IndexHerbariorum.asp

국립수목원 표본관 KH 200,000
국립생물자원관 표본관 NIBR 500,000
성신여자대학교 표본관 SWU  110,000
서울대학교 표본관 SNU 300,000
성균관대학교 표본관 SKK 80,000





Cf., Interactive Key (대화형 검색표)

국립생물자원관 대화형 검색시스템
http://210.204.189.34/

http://www.herbarium2.lsu.edu/aba/index.html



t tstay t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