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식물분류학사

1910년 이전 한반도 방문자들이 자국의 식물학자들에게 표본을 보내어 발표• 1910년 이전: 한반도 방문자들이 자국의 식물학자들에게 표본을 보내어 발표. 

- Schlippenbach (러시아, 해군제독) Maximowicz

ex)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ex)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 Wilford (영국) Hooker, Maximowicz

- Olham (영국) Miquel, Oliver

ex) Rubus coreanus Miquel 복분자딸기

Gypsophila oldhamiana Miquel 대나물

Meliosma oldhami Miquel 합다리나무

Maximowicz

- Faurie (프랑스, 일본에서 활동한 선교사) Leveille

- Taquet (프랑스,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제 식 을 위 채집제주식물을 위주로 채집 Leveille, Christensen, Schneider, Nakai

ex) Ligularia taquetii Nakai 갯취

Rhamnus taquetii Leveille 좀갈매나무

Rosa taquetii Leveille 제주가시나무 인가목의 이명Rosa taquetii Leveille 제주가시나무, 인가목의 이명

Rubus taquetii Leveille 사슨딸기, 멍석딸기의 이명

Saussurea taquetii Leveille et Vaniot 해변취, 큰각시취의 이명

Thalictrum taquetii Leveille 한라꿩의다리, 꿩의다리의 이명

Tilia taquetii C K Schneider 뽕피나무Tilia taquetii C. K. Schneider 뽕피나무



- Uchiyama: 일본 동경대학 부속식물원 전속 채집자 Nakai의 연구재료가 됨.

- Hanabusa: 주한일본공사, 취미로 수집 동경대 Matumura에게 보내짐.

Cf.)  Hanabusaya asiatica Nakai 금강초롱

P libi 러시아 식물분류학자- Palibin: 러시아 식물분류학자. 

Conspectus florae Koreae I~III 발표. (644종 수록)

Berberis koreana Palibin 매자나무

Viola albida Palibin 태백제비꽃

Lilium amabile Palibin 털중나리

Poa viridula Palibin 청포아풀Poa viridula Palibin 청포아풀

• 1910년 이후

- Nakai
동경대에서 Matumura에게 한반도 식물로 박사학위 받음동경대에서 Matumura에게 한반도 식물로 박사학위 받음. 

이후 조선총독부의 촉탁식물학자로 활동.

정태현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식물을 대부분 정리.

Fl K 발간 (1971종)Flora Koreana 발간 (1971종)



• Nakai 의 제자 Mori (경성의전 교수; 서울대 의대의 전신), Ishidoya (경성약전 교수; 서울대 약대의 전

신), Uyeki (수원농고; 서울대 농대의 전신)신), Uyeki (수원농고; 서울대 농대의 전신)

• Nakai에 영향을 받은 한국학자: 정태현(성균관대), 이덕봉(고려대), 정영호(서울대)

정태현 이우철(강원대) 이상태(성균관대)정태현 – 이우철(강원대), 이상태(성균관대)

이우철 - 백원기(대진대), 유기억(강원대)

이상태 - 김무열(전북대), 홍석표(경희대), 박기룡(경남대), 정영재(신경대), 김상태(성신여대), 

김승철 (성균관대) 

정영호 – 최홍근(아주대), 선병윤(전북대), 박종욱(서울대), 서영배(서울대), 김기중(고려대), 

정영철(순천향대), 김영동(한림대)정영철(순천향대), 김영동(한림대)

• Mori에 영향을 받은 한국학자: 박만규 (고대 재직), 이영노(이화여대)

김윤식 - 이은복(한서대), 고성철(한남대), 오병윤(충북대), 이웅빈(용인대), 윤창영(신경대), 

정규영(안동대) 김주환(경원대) 박선주(영남대) 장창기(공주대)정규영(안동대), 김주환(경원대), 박선주(영남대), 장창기(공주대)

이영노 - 오용자(성신여대), 이남숙(이화여대), 여성희(이화여대)

• Isidoya에 영향을 받은 한국학자: 도봉섭(서울약대, 월북), 임기흥, 정보섭(서울약대) 

정보섭 - 육창수(경희대)

• Uyeki에 영향을 받은 한국학자: 이창복(서울농대)

이창복- 김태욱(서울농대), 장진성(서울농대), 이유미(국립수목원)  ( ), ( ), ( )

장진성- 김휘(목포대)



정태현: 한국식물도감 상, 하권 (1957) 실제 표본을 바탕으로 한 그림들 수록



박만규: 쌍자엽식물지 (1974)  수종의 기재와 검색표 수록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1979년 1판; 2003년 2판 상하권, 검색표)
현재까지 식물분류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됨.현재까지 식물분류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됨



Makino, New Illustrated Flora of Japan
(1963)



이영노: 식물사진 위주의 도감

(1996 1판; 2006 2판 상하권)



이우철이우철: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 (1996) 
표본 사진을 수록
실물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기재실물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기재



이상태, 한국식물검색집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