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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植物分類學의 發達

    The Development of Korean Plant Taxonomy

                           李愚喆(江原大學校 名譽敎授)

   머리말

  분류학(taxonomy)이란,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생물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한 최초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의 1분과이다. 그러므로 분류학

은 생물에 대한 識別(identification), 命名(nomenclature) 및 類別(classification)을 

다루는 동시에 생물계통진화상의 위치를 밝히는 학문이므로 생물학의 입구인 동시

에 출구인 것이다. 

  고대의 분류학은 유용성을 알고 명칭을 붙이는 인위분류학(artificial 

classification)이었으며, 중세의 분류학은 외부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분류학

(natural classification)이었고, 근세의 분류학은 생물학의 다른 분야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계통적 고찰을 하는 계통분류학(biosystematics)을 하였으며, 현재

의 분류학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른 분야에 이용시키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된 사실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우주는 130억 년 전에 대폭팔로 형성되었으며 태양계의 일원인 지구는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지구의 역사 46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지구역

사의 캘린더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木村·大澤, 1989). 여기에서 1개월은 약 4

억 년에 해당한다.

  <생물 역사의 주요 일정>

始生代 : 1월 1일 ~ 6월 17일

  1월 1일 : 지구의 탄생, 원시태양 형성(46억 년 전) 

  2월 17일 : 생명의 탄생(40억 년 전)

             바다에서 물리화학적 법칙에 의서 생겼으며,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3월 6일 : 最古의 암석 형성(38억 년 전)

  4월 13일 : 最古의 미생물화석(남아프리카) 형성(33억 년 전)

  6월 16일 : 대륙의 형성(25억 년 전)

原生代 : 6월 18일에서 ~ 11월 11일

  7월 25일 : 광합성 남주류의 탄생(20억 년 전)

             세포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형성. 이 시기는 산소가 유해하여 위협적인 존재  

             였으며, 이 위기를 미생물과의 공생으로 극복하였다.

  7월 31일 :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형성(19.4억 년 전)

             혐기성 생물에서 호기성 생물로 전환되었다.

  8월 10일 : 진핵생물의 탄생(18억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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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염색체 형성으로 다세포생물 출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9월 27일 : 동물과 식물의 분화(12억 년 전)

  10월 13일 : 녹조류의 탄생(10억 년 전)

古生代 : 11월 12일 ~ 12월 9일

  11월 13일 : 최초의 무척추동물군집 출현(6억 년 전)

              다세포생물이 대규모적으로 적응방산(適應放散)했다.

  11월 15일 : 화석이 풍부히 형성(5.8억 년 전)

  11월 25일 : 척추동물의 직접선조인 무악류의 출현(4.8억 년 전)

  11월 27일 : 식물의 상륙(4.2억 년 전) 

  11월 28일 : 동물의 상륙(4.1억 년 전)  　 

               이 시기에 동식물의 눈부신 진화가 이루어졌다.

  12월 1일 : 대삼림의 발달(3.7억 년 전)

中生代 : 12월 10일 ~ 12월 23일

  12월 12일 : 포유류의 출현(2.3억 년 전)

              공룡에 눌려 소형 야행성동물로 생활했고, 중생대 후반에 현화식물과 곤충의  

                진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공룡의 시대(2억 ~ 6500만 년 전)  

新生代 : 12월 24일 ~ 12월 31일

  12월 26일 : 공룡의 절멸(6,500만 년 전)

                 거대운석설 : 10km2의 거대운석이 초속 20km로 지구와 충돌(1억메가톤  

                   의수소폭탄 170개에 해당)하여 생긴 먼지로 암흑이 형성되어 식물이   

                   전멸하고 동시에 저온으로 동물이 멸종됨과 동시에 공룡도 소멸되었다. 

               이 후 5일간에 포유류와 현화식물이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2월 31일 8시 : 인류의 출현(200만 년 전)

                   제4기(180만 년 전 ~ ) : 인류의 시대이다.

  12월 31일 20시 : 현대인의 출현(20만 년 전)

  12월 31일 23시 59분 : 문명의 탄생(1만 년 전)

                         농경과 문자의 발견은 이 최후의 1분이다.

  12월 31일 23시 59분 58초 : 自然科學의 발달(300백 년 전) - 최후의 2초.

  위와 같이 자연과학의 역사는 1년의 지구역사 중에 2초에 불과한 발달과정을 거

쳐 왔다. 이 중에서 일어난 한국 식물분류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

다. 

     植物分類學의 發展過程

  식물의 분류는 인류가 衣食住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고시대부터 시

작한 것이다. 이것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본초학(本草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초학은 동양에서는 도홍

경(陶弘景)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서양에서는 P. Dioscorides의 Materia 

Medica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13년(1431)에 권채(權採), 유



- 5 -

효통(兪孝通), 노중례(盧重禮)에 의해서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과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이 출간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중국의 이시진(李時珍)

의 본초강목(本草綱目, 1950), 우리나라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東醫

寶鑑)에서 많은 식물명이 등장하고 그 용도가 밝혀지고 있으나, 그 식물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본초서는 임태

치(林泰 治)와 정태현이 발표한 “조선산야생약용식물(朝鮮産野生藥用植物)”(1936)

(임업시험장보고 22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식물분류학의 발달과정은 1910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정리할 수 있다(鄭英昊, 1958). 여기에서 말하는 前

期란 외국의 탐험가, 선교사, 전속채집인 및 식물애호가들에 의해서 한국 식물이 수

집되어 외국의 식물분류학자들에게 보내져 연구된 1910년 이전의 시기를 말하며, 

後期란 국내외의 학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식물을 수집하여 연구한 1910년 이후

의 시기를 의미한다.

  1. 前期(1910년 이전)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초창기(1854~1910)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각종 사명을 띠고 들어온 탐험가(探險家), 선교사(宣敎師), 돈을 받고 직업적

으로 식물을 채집하는, 외국의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에 속해있는 전속채집인 및 식

물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을 위시한 식물애호가(植物愛好家)와 이들이 수집한 자료

를 외국에서 받아서 연구한 식물분류학자들의 대표적인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슈리펜바흐(B. Q. Schlippenbach, 탐험가)

  러시아의 해군 제독인 슈리펜바흐는 1854년 4월에 한국 동해안의 해안선을 측정

하기 위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한 러시아의 군함 팔라다(Pallada)호 편으로 들어와서, 

버들과, 장미과, 인동과, 철쭉과 등을 포함한 봄에 꽃이 피는 목본식물로 해안지방

에서 생육하는 많은 식물을 채집하여 러시아의 식물분류학자인 막시모비치(C. J. 

Maximowicz, 1827~1891)에게 보내져서 연구된 결과 철쭉나무(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를 위시하여 많은 신식물이 발표됨으로써 한국 식물이 국

제학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포리(P. U. Faurie, 1847~1915, 선교사)

  프랑스 출신의 신부인 포리는 일본 아오모리(Aomori, 靑森)에 주재하고 선교활동

을 하면서, 1900~1910년 사이에 제주 한라산, 전남 목포, 경남 부산, 경기 인천과 

수원, 서울, 강원 금강산, 평남 평양과 진남포, 함남 원산 등 거의 한반도 전역에 걸

쳐 식물의 채집활동을 벌렸다. 특히 1906~1907년 사이에는 타케(Taquet)신부와 

함께 활발한 식물채집활동을 전개하여 수집한 수만점의 표본을, 덴마크의 크리스텐

센(C. F. A. Christensen, 1872~1942), 스위스의 크리스트(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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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1933)와 드 뷰시외(H. de Boissieu, 1875~1912), 프랑스의 르베유(A. A. 

H. Leveille, 1863~1918), 독일의 쿠켄탈(G. Kukenthal, 1864 ~1956), 오스트리

아의 하켈(E. Hackel, 1850~1916) 등등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져 연구 

발표되었다. 

  타케(E. J. Taquet, 1873~1952, 선교사)

  프랑스 출신의 신부인 타케(한국명 嚴宅基)는 파리에서 신학대학(1892~1897)을 

졸업하고 신부로 임명됨과 동시에 1897년 10월 28일 서울에 도착한 이래 평생을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주로 제주도 홍로(洪爐, 서귀포 서홍동)에 주재하여 

포교를 하던 1902~1915년 사이에 제주식물을 중심으로 많은 식물을 채집하여, 위

에서 말한 르베유(Leveille), 크리스텐센(Christensen), 크리스트(Christ) 이외에 프

랑스의 핀네트(A. E. Finet, 1863~1913), 독일의 슈나이더(C.K. Schneider, 

1876~1951), 일본의 나카이(T. Nakai, 1882~1952) 등등의 많은 석학들에게 보내

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식물표본을 보내준 대가로 받은 돈은 포교활동비용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그의 업적이 인정되어 그 공로로 식물학명의 소종명

에 신부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오수영, 

1976).

      Adenophora taquetii Leveille        섬잔대의 이명

      Allium taquetii Leveille et Vaniot    한라부추의 이명

      Carex taquetii Leveille              왕밀사초의 이명

      Carpesium taquetii Leveille          두메담배풀, 좀담배풀의 이명

      Diplazium taquetii C. Christensen    섬잔고사리의 오용

      Dryopteris taquetii C. Christensen   반들고사리, 홍지네고사리의 이명

      Ligularia taquetii Nakai              갯취

      Rhamnus taquetii Leveille            좀갈매나무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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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피나무

  이로 인하여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들은 세계의 유명한 표본관에 보존되고 있으

며, 그 일부가 포리신부에게 보내져 교토대학에 함께 남아있으나, 국내에는 전혀 없

다. 그 이유는 신부가 제주에서 1922년에 대구 聖유스틴신학교(현 대건고등학교)로 

와서 교수로 근무하다 퇴임 후 대구신학교의 일우(一隅)에 은거하다 1952년 심장마

비로 영면한 뒤, 그의 유물(많은 표본과 관련 문헌들)이 대구 천주교 주교관 내 도

서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1964년 12월 15일 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

되었기 때문이다(오수영,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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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포드(C. Wilford, 1860, 영국 큐왕립식물원의 전속채집인)

  윌포드는 동아시아의 연안을 측정하는 액티온(Acteon)호 편으로 류큐(琉球)와 중

국을 거쳐 한국으로 와서, 부산, 전남 거문도, 경기 인천에서 100여종류의 식물을 

채집하여 영국의 후커(W. J. Hooker, 1785~1865)에게 보내져서 4회에 걸쳐서 발

표되었다. 

  올드헴(R. Oldham, 1863, 영국의 전속채집인)

  올드헴은 스왈로(Swallow)호 편으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와서 거문도

를 비롯한 남해안의 여러 도서와 인천지방에서 식물을 채집하여, 영국의 미퀠(F. A. 

W. Miquel, 1811~1871)에게 보내져서 연구되어 많은 것이 신식물로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Lespedeza oldhami Miquel       조록싸리(?)의 이명

        Rubus coreanus Miquel          복분자딸기

        Gypsophila oldhamiana Miquel   대나물

        Meliosma oldhami Miquel        합다리나무

        Smilax oldhami Miquel           민둥청가시나무의 이명 

  우치야마(Uchiyama, 內山富次郞, 일본 동경대학 부속식물원의 전속채집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일본사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 중에도 우치야마의 

2차에 걸친 채집을 들 수 있다. 그 1차(1900) 채집은 부산, 전남 목포와 서울 근교

의 북한산, 남산, 청량리, 오류동, 경기 인천, 풍도, 고양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2

차(1902)에는 부산으로 상륙하여 채집하면서 걸어서 서울까지 도착했고, 강원도로 

들어가 금강산까지 채집했으며,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황해도 장연을 거쳐 평양까

지 걸어가며 채집을 하고 인천을 거쳐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T. Nakai, 

1927). 이와 같이 우치야마는 한반도의 넓은 지역을 망라하여 많은 양의 채집을 하

였으며, 이 재료들은 후일 나카이의 한국 식물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하나부사(Hanabusa, 花房義質,  일본 식물애호가)

  하나부사는 주한일본공사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관광여행으로 다니는 중에 취미로 

수집한 식물표본들이 동경대학의 마스무라(J. Matumura, 松村任三)교수에게 보내져

서 1886년에 47과 148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나카이가 1911년

에 발표한 한국특산속식물인 금강초롱꽃속의 속명에 그의 이름을 넣어 

Hanabusaya로 발표된 바 있다. 

  파리빈(J. W. Palibin, 1872~1949, 러시아의 식물분류학자)

  파리빈은 前期에 외국의 식물애호가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된 논문

들과 식물표본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1898~1901년에 걸쳐 한국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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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견(Conspectus florae Koreae I~III)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 때까지 발표된 

한국 식물을 총정리하였다. 이 논문에서 한국산 관속식물을 101과 361속 644종 2

아종 98변종 1아변종 2품종으로 집계하였으며, 이 중에는 7신종과 1신변종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정영호 등, 1986).

           Clematis spectabilis Palibin          외대으아리의 이명

           Berberis koreana Palibin            매자나무

           Sisybrium maximowiczi Palibin      장대냉이의 이명

           Viola albida Palibin                 태백제비꽃

           Ligustrum patulum Palibin           털개회나무의 이명

           Lilium amabile Palibin               털중나리

           Poa viridula Palibin                  청포아풀

           Ophiopogon spicatus Gawl. var. koreanus Palibin 개맥문동의 이명 

  2. 後期(1910년 이후)

  이 시기를 1910년 이후로 잡는 데는, 이 해가 역사적인 전환점일 뿐 아니라, 우

리나라 식물학자인 정태현(鄭台鉉)이 최초로 한국 식물 표본을 만든 해라는 데에 

무게를 둔 것이다(정영호, 1958). 

  이 시기에 우리나라 식물을 연구한 국내외의 학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

치 많을 것이나, 그 초기 36년간이 일제통치하였던 관계로 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

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로 한국 식물분류학의 발달 또한 한국과 일본의 분류학

자들을 중심으로 그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식물분류학의 흐름은 주로 植物相(Flora)的 硏究가 주류를 형성했으며, 

우리나라는 가히 일본의 식물분류학자 나카이(T. Nakai)의 독무대이었고, 그의 제

자인 모리(T. Mori, 森 爲三), 이시도야(T. Ishidoya, 石戶谷 勉), 우에끼(H. Uyeki, 

植木秀幹)의 3인방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모리는 생물교유(경기중학교)로 시작하여 

문교부 시학(장학사)으로 활동하면서 식물분류학을 하다가, 경성의전(서울대학교 의

과대학의 전신)교수로 활약하면서 한국산 담수어 연구의 공을 세웠고, 이시도야는 

조선총독부 산림국 중앙임업시험장에서 특용식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다 경성약

전(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전신)의 교수로 활약하면서 약용식물학 연구에 공로가 

크며, 우에끼는 수원고농(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에서 수목학을 연구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런 관계로 나카이에게 주로 영향을 받은 한국계 학자는 정태현(1882~1971, 

성균관대)→이덕봉(고려대)→정영호(1924~1994, 서울대)→이우철(강원대)→이상태

(성균관대)로 이어지고, 모리에 영향을 받은 학맥은 박만규(1906~1977)→이영노

(1920~2008, 이대)→오용자(성신대)→이남숙(이대)으로 이어졌으며, 이시도야에 영

향을 받은 학자는 도봉섭(서울약대, 월북)→임기흥(서울약대)→정보섭(서울약대)→육

창수(경희대)로 이어졌고, 우에끼에 영향을 받은 학풍은 이창복(1919~2003, 서울

농대)→김태욱(서울농대)→장진성(서울농대)→이유미(수목원)로 맥이 이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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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후반부터는 연구의 흐름이 식물상적 연구에서 모노그라프(monograph)

적 연구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박사학위논문(필자가 소지하고 있

는)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영노(벼과 억새속)를 위시하여 오용자(사초과 사초속), 

김윤식(질경이과 질경이속). 유성오(백합과 부추속), 박종욱(여뀌과 여뀌속), 고성철

(천남성과), 이남숙(백합과 여로속), 여성희(미나리아재비과), 선병윤(녹나무과), 김

무열(느릅나무과), 심정기(붓꽃과), 이창숙(고사리과), 오병운(현호색과 현호색속), 

최병희(콩과 묏황기속), 이상명(택사과), 임형탁(국화과 분취속), 이웅빈(백합과 나리

속), 박재홍(국화과 씀바귀속), 홍석표(여뀌과 싱아속), 정규영(국화과 개미취속), 이

유미(장미과 조팝마무속), 정영재(명아주과), 추갑철(갈매나무과), 백원기(용담과), 

박완근(버들과 버들속), 김주환(노박덩굴과 화살나무속), 유기억(초롱꽃과), 정영철

(백합과 비비추속), 태경환(수선화과 수선화속), 이정희(산형과 참반디속), 이중구(초

롱꽃과 잔대속), 김철환(두릅나무과 오갈피나무속), 장창기(백합과 둥굴레속), 최경

(석죽과 개별꽃속), 황환주(철쭉과 진달래속), 김상태(목련과) 등등의 科別 전문가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코스모포리탄하게 분류군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주

로 한국산만을 다루어 후로라적인 범주를 넘지못한 것들이다.  

  이밖에 현생화분학(이상태), 수생식물(최홍근), 귀화식물(박수현)의 연구가 식물분

류학에 기여한 바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류계

통을 밝혀 식물의 진화계통수를 만드는 일은 최근 분류학 연구에 근간을 이루고 있

으며, 이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분류학자는 김기중(고대), 김영동

(한림대), 서영배(서울대), 박종욱(서울대), 선병윤(전북대), 최병희(인하대), 유기억

(강원대), 김주환(대전대), 박선주(영남대), 이정희(수목원), 김상태(성신여대) 등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많은 분류학자들의 업적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학자로 한

국 식물을 연구한 간판스타인 나카이와 한국인으로 한국 식물 연구에 개척자인 정

태현의 연구결과를 소상히 소개하는 것으로(이우철, 2008) 가름할까 한다.

  1) 나카이 다케노신(T. Nakai, 中井猛之進, 1882~1952)

  나카이는 그의 아버지 나카이 세이타로우(中井誠太郞)가 농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식물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도쿄대학 부속식물원(小石

川植物園)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의 권고로 식물분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H. Hara, 1942). 1913년에 결혼을 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나 뒤를 이어 식

물학을 공부한 자녀는 없었으며, 장남은 1945년에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딸의 남편인 사위들은 모두 그의 제자로 유명한 식물분류학자이다. 큰사위인 마

에카와(F. Maekawa, 前川文夫)는 도쿄대학 식물학과 식물형태학교실의 교수였다. 

그가 장인의 후계자로 식물분류학교실의 교수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시 제자 중에 작

위를 가진 일본 귀족출신인 하라(H. Hara, 原 寬)가 있었기 때문이 안인가 사료된

다. 둘째사위는 만주의 대륙과학원에서 만주식물을 많이 연구한 키타가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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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gawa, 北川政夫)이다. 

  나카이는 1907년에 도쿄대학 이학부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마스무라(J. Matumura, 松村任三, 1856~1928)교수의 지도로 식물분류학을 전공했

다. 그 뒤 동대학 조수로 있으면서, 동대 부속 제1임시교원양성소의 박물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1917년에 모교의 강사, 1922년에 조교수, 1927년에 교수가 되어 

1942년까지 35년간 도쿄대학에 봉사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독자적인 식물분류계통

학을 강의하여 유수한 학자를 기르는 동시에 특히 동아식물(東亞植物)의 분류학적 

연구에 전념하였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는 투구꽃속(Aconitum), 제비

꽃속(Viola), 싸리속(Lespedeza), 천남성속(Arisaema), 월귤속(Vaccinium), 사철나

무속(Euonymus), 동백나무속(Camellia), 여뀌과(Polygonaceae), 인동과

(Caprifoliaceae), 대나무과(Bambusaceae), 양치식물(Pteridophyta) 등이다. 그가 

도쿄대학을 퇴임할 때까지 발표한 논문의 수가 500편 이상에 이르고, 발표한 신식

물과 학명을 개정한 것을 합치면 4,000여개에 달한다(H. Hara, 1942, 1953). 또한 

그의 제자들이 그의 도쿄대학 퇴임이자 회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정박사공적기념

사업회’를 결성하여 그때까지(1907~1942) 그가 이룬 연구결과를 모아 『나카이 교

수저작논문 및 신식물명총목록』(1943)이라는 기념책자(pp.156)를 발간했다. 퇴임 

후 육군사정장관(陸軍司政長官)으로 임명되어 자바군정감(軍政監)으로 활동했으며, 

1947년에 도쿄대학의 명예교수로 되는 동시에 도쿄과학박물관(뒤에 일본국립과학

박물관으로 개칭)의 관장으로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였다.

  나카이가 한국 식물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1907년 대학원에 입학

한 뒤, 그의 지도교수 마스무라가 대만식물을 연구하여 훌륭한 분류학자가 된 하야

타(B. Hayata, 早田文藏, 1874~1934)를 예로 들면서 한국 식물을 연구할 것을 권

고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학석사와 이학박사의 학위논문으로 

韓國植物相(Flora Koreana) I, II(1909, 1911)를 발표하여 1914년에 이학박사학위

를 받았다. 이 중 I은 우치야마(Uchiyama), 하나부사(Hanabusa), 이마가와

(Imagawa), 미시마(Mishima) 등이 채집한 표본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그들의 채

집품은 주로 평양 이남의 것이므로 부족한 북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나카이

는 1909년에 함경도 원산으로 상륙하여 원산, 성진, 청진 등지에서 500여종의 식

물을 채집하여 한국 식물상 I을 보완하여 II를 완성한 것이다. 이 연구로 인해 우리

나라의 관속식물은 신식물 1속(금강초롱꽃속) 36종 27변종을 포함하여 19과 111

속 547종 105변종을 추가하여, 한국에 나는 관속식물을 149과 661속 1,971종 

183변종으로 보고함으로써 그 개략적인 윤곽이 밝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밖

에도 한국산 여뀌과식물, 한국산 현삼과 중 꽃며느리밥풀속, 한국과 일본산 쥐손이

풀과 중 쥐손이풀속, 한국과 일본산 사초과 식물 중 사초아과, 일본과 한국산 국화

과 식물 중 엉거시속의 분류를 소상히 연구하여 보고하고 있다. 

  나카이가 한국 식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1914년부터이다. 1913년 신

혼여행으로 한국에 와서 서울 조선호텔에서 묵었는데, 당시 일본공사이던 하나부사

의 초청으로 식사를 당시 총독과 함께 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 때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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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기를 자기 취임식 때에 보니 진열된 꽃들이 전부 일본 온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뿐이었는데 조선에는 그다지도 아름다운 꽃이 없느냐고 하니, 나카이는 “아닙

니다. 조선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당시 호텔 

창가에 장식으로 놓인 은방울꽃을 가리키며, “저기 창가의 은방울꽃을 보십시오! 얼

마나 예쁩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은 그럼, 당신이 조선(한국)의 식물

자원을 계속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했고, 나카이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1914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식물에 대한 연구촉탁(1914~1942)으로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당시 청량리 중앙임업시험장에 근무하던 정태현을 통역 및 조수로 대동하

고 조선총독부에서 비용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의 식물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짐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후부터 학기 중에는 도쿄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수집한 

자료를 연구했고, 여름방학에는 한국에 와서 청량리 중앙임업시험장에 정태현이 사

는 관사의 방을 하나 빌려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각지로 채

집을 다녔다고 한다. 이때에 수집된 식물표본들은 복수로 채집하여, 확실히 감정된 

것은 그 일부를 시험장 표본실에 수장하고 감정된 일부와 미감정분은 전부가 도쿄

대학 표본실로 보내졌다. 이와 같이 하여 임업시험장에는 약 8만점 이상의 식물표

본이 축적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6․25동란(1950) 때 전부 소실되었고, 일본으로 간 

것은 현재에도 잘 보관되고 있다. 

  1914년 이후 나카이가 조사연구한 한국 식물에 대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발표되었다. 첫째는 지역의 식물상 조사보고로서, 제주도 및 완도(1914), 지리

산(1915), 노봉(1916), 금강산(1918), 백두산(1918), 울릉도(1919), 광릉(1932) 등

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둘째는 한국의 삼림자원을 조사한 결과를 연차적으로 

과별로 정리한 것으로 『朝鮮森林植物編』1~22집(1915~1939)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어와 라틴어로 속, 종의 검색표와 정확한 종기재를 하는 동시에 실물크기의 정

밀한 분류군별 그림이 첨부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저서로 많은 

신식물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 책은 일본의 도서간행회에서 1975년에 9권으로 복

제하여 시판된 바 있다. 셋째로는 그때그때에 얻어진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을 학회

지를 통해 시리즈로 발표한 것으로, 일본식물학회에서 발행하는 식물학잡지(The 

Botanical Magazine Tokyo: B.M.T.)에 1911~1935년까지 ‘日鮮植物管見(Notulae 

ad Plantas Japoniae et Koreae)’이라는 제목으로 48회에 걸쳐 1,268건에서 약 

1,300여종의 한국 식물을 포함한 동아식물을 소개했다. 또 쓰무라(Tsumura, 津村)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식물연구잡지(The Journal of Japanese Botany: J.J.B.)에 

1937~1950년까지 ‘東亞植物拾遺(Notulae ad Plantas Asiae Orientalis)’라는 제목

으로 35회에 걸쳐 484건에서 신지견(新知見)을 발표하는 가운데 많은 한국 식물을 

검토하였다. 이 업적물은 국립수목원에서 2005~2006년에 필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 권의 연구자료집인 『식물기재문 자료모음집』으로 발간되었다. 이밖에도 위 두 

연구 잡지에 과별(科別) 또는 속별(屬別)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들이 많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서 한국 식물을 재료로 새로 기재한 신속식물(新屬植物)들

은 금강초롱꽃속 (Hanabusaya, 1911), 금강인가목속 (Pentactina, 1917), 미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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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Abeliophyllum, 1919), 새양버들속 (Chosenia, 1920), 개느삼속 

(Echinosophora, 1920), 매미꽃속 (Coreanomecon, 1935)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

부분 한국특산속식물들이다. 이밖에도 단행본으로 『朝鮮植物』상권(1914)에서는 

573종의 한국산 식물을 해설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류군을 많이 소개했으며, 『東亞

植物』(1935) 중에서 ‘조선의 식물’이라는 항에서 한국 식물의 분포특성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나카이는 이와 같은 한국 식물의 연구공로가 인정되어 일본학사원

에서 계공작기념상 (桂公爵記念賞, 1927)을 수상한 바 있다(H. Hara, 1942).

  나카이는 45년간(1907~1952)에 걸쳐 평생 한국 식물을 연구한 총결산을 일본국

립과학박물관 연구보고서 제31호(1952)에 ‘朝鮮植物誌梗槪(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관속식물을 총정리해 발표함으로써 새로

운 분류체계를 확립했다. 이로써 한국에 나는 유관속식물은 11속 642종 402변종 

74품종의 특산식물을 포함하여 223과 968속 3,176종 841변종 174품종으로 총 

4,191분류군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1속의 특산식물 중 Distaenia (섬바디속)은 한

일 공통속이고, Homopteryx (부전바디속), Patis (참나래새속), Terauchia (평양지

모속), 두잎감자난초속(Diplolabellum) 등 4속은 이미 다른 속에 통폐합 처리된 것

이며, 분류군을 너무 세분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분류체계는 정태현이 받아들여 『韓

國植物圖鑑』상(1957), 하(1956)를 편찬함으로써 한국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뿐 세

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된 바 없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발표한 그 해 12월 

6일에 타계한 관계로 후속논문이 발표된 바 없어, 이 목록에 나오는 새로운 나명

(裸名)들은 내용과 출처를 알 길이 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2) 정태현(鄭台鉉, 1882~1971)

  하은(霞隱, 정박사님의 호) 정태현은 이조 말 고종 18년(1882)에 경기도 용인에

서 태어났다. 세종대왕 때에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컸던 정인지(鄭麟趾)의 25대손

이다. 한학을 배우며 부모의 뒤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다 자신이 갈 길은 이것이 아

니라고 생각하고, 1905년(24세)에 무작정 상경하여 단발을 하고 낮에는 염색소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광무학교라는 일어강습소에서 공부를 하여, 양잠학교에 들어가 1

년간 양잠기술을 배우고, 고향으로 내려와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길러 약간의 돈을 

마련해 다시 상경하여 3개월간 일어강습소에서 재충전하고, 1907년에 오늘의 서울

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이자 농상공학교의 후신인 수원농림학교 임학 속성과에 2회

로 입학하였다. 당시 수원농림학교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제복, 학용품의 일체비용

이 관비로 지급되는 학교로 졸업 후 관비 지급 일수의 2배를 의무연한으로 국가기

관에 근무해야 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당시 제복을 입고 사각모를 쓴 농림학교 학생

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농학속성과는 모범조림사업(模範造

林事業)을 위한 기술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1년 과정의 학과로 2회에 걸쳐 19

명을 배출하고 폐과되었으며, 졸업생의 대부분은 각 도의 수묘양성소(樹苗養成所)에 

취업했다. 이때 하은은 구한국 농상공부 수원임업사무소의 기수로 발령을 받아 수

원묘포장에서 묘포를 설치하고 조림사업을 개시했는데, 이것이 그가 식물학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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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다.

  하은은 1911년에 12세 연하인 장을봉여사와 결혼하여 3남 4녀를 두어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선생과 같은 길을 걸은 자녀는 하나도 없었으며, 차남이 약학을 

공부하여 약품무역을 하였을 뿐이다. 장남은 행방불명이며, 차남과 3남은 일찍 세

상을 떠났다. 

  1910년 이전의 하은은 조림기술요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조선총독부 산림국 산림

과에 근무하면서부터 임학자 또는 식물분류학자로서 수학의 길을 밟게 되었다. 하

은이 본격적으로 식물분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나카이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한국 

식물조사연구의 촉탁으로 위촉받아 하은과 같이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식물을 

조사하기 시작한 1914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은은 식물분류학의 

대가 나카이를 독선생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 셈이다. 그래서 하은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면 그 특색이 되는 일부를 모아 건조하여 두터운 공책에 붙이

고 그 이름과 특징을 기록하여 실물도감을 만들어가며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이 무려 일곱 책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6․25때 모두 한줌의 재로 변하고 말

았다고 하며 못내 아쉬워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와 같이 하은은 나카이를 그림자 같이 따라 다니며 도왔고 한국의 식물들과 열

심히 낯을 익혔다. 나카이는 이러한 하은의 공로를 인정하여 하은이 충북 단양에서 

발견한 줄댕강나무(Abelia tyaihyoni Nakai, 1921) 학명의 소종명에 태현이라는 이

름을 붙여 발표했으며 그 설명문에서 “정태현씨는 내가 총독부 촉탁이 된 뒤 지금

까지 나의 통역 겸 조수로서 나를 수행했고, 그간 나와 같이 조선의 산야 중 가장 

험난한 곳을 답사한 것이 1천 수백리이며 생사의 역을 출입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

다. 백두산에서는 호기심에서 만주땅을 잠시 통과함으로써 마적의 피습을 피하기도 

했고, 금강산에서는 전인미답의 대장봉 벼랑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었으

며, 몽매한 인부들을 부려 식물채집품의 건조, 물자의 운반, 보급품의 구매 등에 힘

써 조선식물조사 진행에 공이 지대했다. 그러므로 1905년 만국식물학회가 정한 바

에 따라서 채집자이고, 나의 채집을 많이 도와준 충실한 정태현씨의 공로를 기려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학명에 그의 이름을 붙인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관계

를 잘 알 수가 이다. 그러면서도 나카이는 격을 분명히 하는 매서운 면도 있었다. 

하은이 이북 맹산(孟山)에서 채집한 식물이 신식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나카

이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발표해 달라고 당부하여 댕강나무(Abelia mosanensis 

Chung et Nakai, 1926)가 발표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뒤(1937)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정군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 붙이기를 원하므로 붙여준다”라고 못을 박았

다. 

  하은에게는 산림과 시절(1911~1922)이 수학기였다고 한다면, 임업시험장 시절

(1923~ 1950)은 결실기라고 볼 수 있다. 하은의 첫 수확은 이시도야와 공동으로 

저술한 『朝鮮森林樹木鑑要』(1923)이다. 이것은 그간에 발표된 임학에 대한 참고

문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나는 수목을 과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로서 당시 이 분야에서는 성경과 같이 읽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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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새로 창설된 임업시험장의 첫 역점사업의 하나는 한국산 수목의 조림적지적

수(造林適地適樹)에 대한 조사(1923~1926)였다. 이는 어떤 산에 무슨 나무를 조림

하면 좋을까를 알기 위한 조사였다. 이 조사는 전국 각지에 걸쳐 약 1,000m 이상

의 산 50개소를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해발 100m 또는 200m를 구간으로 하여 그 

사이에 분포된 수목을 흉고직경과 함께 조사하여 전국적인 자료를 종합해 수종별로 

수직분포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해 정리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조사결과의 일부는 

『조선수목, 竹類分布圖』(1929)에 인용되었으며, 뒤에 하은의 『朝鮮森林植物圖

說』(1942)의 수종 수직분포 자료로 사용되었으나 당시의 조사자료는 6․25사변 때

에 전부 소실되었으며, 그 중 수직 및 수평분포표만이 하은에 의해 보관되어 있었

다. 필자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주요조림수종 34종에 대한 적지적수를 정리하는 

한편 수목전체에 대한 수직 및 수평분포를 부록으로 첨부해 「한국삼림식물대 및 

적지적수론」(정·이, 1965)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밖에 『朝鮮野生藥用植物』(1936), 『滿鮮實用林業便覽』(1939), 『朝鮮野生食

用植物』(1942)을 하야시(林泰 治)와 공저로 발표했으며 이들은 모두 당시의 임학

도, 식물학도 및 약학도들의 귀중한 보물이었다. 동시대의 하은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朝鮮植物鄕名集』(1937)과 『朝鮮森林樹木圖說』(1942)이다. 조선

식물향명집은 도봉섭, 이덕봉, 이휘재와 공동으로 집필하여 조선박물연구회에서 발

행한 것으로 2000여 종의 식물의 우리나라이름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삼

림수목도설도 조선박물연구회에서 펴낸 것으로 우리나라에 나는 목본식물 84과 

269속 1,096종류(473변종 66품종 포함)를 집대성한 것인데 하은이 임업시험장에

서 연구한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1,023개의 실물도와 341개의 분포

도가 수록되었으며, 이 중에는 7종 32변종의 새로운 식물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하은이 새로 발견한 먹넌출(Berchemia kunitageana), 강화산닥나무(Diplomorpha 

insularis), 보은대추나무(Zizyphus jujuba var. hoonensis)와 이 책을 만들기 위하

여 도쿄대학 표본실에서 가져온 표본 가운데 나카이의 미발표인 5종 32변종이 포

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구한국→미군정→대한민국을 통한 한국 식물분류학 발달초기의 증인인 동

시에 초석을 놓은 개척자이다. 특히 대한민국시절(1950~1971)은 하은의 황금기라

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그간 하은의 공로를 인정하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의 송

재철 학장의 주선으로 동대학의 임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명예이학박사학위(1953)

를 수여 받는 동시에 『韓國植物圖鑑』출판비로 400만원을 부상으로 받게 됨으로

써 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 식물도감의 출판은 하은의 평생 숙원사업으로, 계농생

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서울약대 교수이던 도봉섭과 공저로 출판하기로 하고, 원

고와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계농생약연구소가 문을 닫고 도봉섭

이 납북됨에 따라 실의에 빠졌던 하은에게, 그 그림과 원고가 도봉섭의 부인이 전

란 중 천정에 잘 갈무려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출판비를 걱정하고 있던 그에게 

전남대학교는 천혜의 은인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뒤 하은은 도감출판의 큰 꿈을 안

고 성균관대학교 생물학과로 자리를 옮겼다(1954). 한국 식물도감은 상(195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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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로 편집되었으며, 상권은 목본편으로, 앞에서 언급한 조선삼림식물도설의 번

역본이나, 그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1,097종류에 1,013개의 그림이 실려 있으며, 

하권은 초본편으로 2,050종류가 그림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하은이 새

로 발견한 11종 2변종이 들어 있으며 그 중 큰톱풀, 큰다닥냉이, 애기송이풀, 지리

강활은 책의 서두에 원색으로 실었다.  

  하은은 이 공로로 1956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상인 學術院賞 본상(저

작상)을 받게 되었으며, 1959년에 학술원의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 뒤 한국 

식물도감은 기재문을 쉬운 말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종을 채색하며 나

머지는 흑백도로 사용하고 상하권을 통합편집하여 『한국동식물도감』제5권 식물편

(1965)으로 재판되었다. 하은의 마지막 작품은 서울대학교 표본실에 소장되어 있는 

계농생약연구소에서 넘어온 식물표본을 조사하여 112과 355종류(미기록 34종과 신

종 13종 포함)를 『한국동식물도감』제5권 식물편의 증보판(1970)으로 펴낸 것이

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문헌조사 불충분으로 오판되었거나 재검토되어야할 것이 

많다(이우철, 1982).

  하은이 남긴 또 하나의 금자탑은 하은생물학상(霞隱生物學賞)제도이다. 이는 하은

이 5․16민족상(1968) 상금(200만원)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1969년에 기초과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생물학계의 우수한 연구자를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국 

생물학계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랜 유명한 시상제도이다. 이 시상은 1969~1996년

까지는 매년 시상되었으나 그 뒤는 격년으로 시상되어 2009년에 34회가 배출되었

으며, 기금은 성균관대학교 기획실에서 관리하며 생물학과에서 주관하되 수상자는 

하은생물학상 이사회가 동물과 식물에서 교대로 선발한다.  

     맺는말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논문 중에 “개나리(Forsythia koreana) 種子의 成分分類學

的 硏究”라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식물분류학

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논문은 성립할 수도 없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개나리

가 봄에 노란 꽃이 만개하지만 불염성인 관계로 종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달

리지도 않는 개나리의 종자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연구했단 말인가? 이 논문을 칭송

하는 사람들은 식물분류학의 성적이 형편없을 것이다. 만일 이 논문이 박사학위논

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논문의 지필자는 물론이고 지도교수나 다섯 분의 심사위

원들의 식물분류학 성적 또한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누군가가 한약방에서 연교(連翹)라는 약재

를 구입하여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를 한 뒤에, 논문의 제목을 붙이기 위하여 약방

에 연교는 어떤 식물의 열매냐고 하니 개나리의 열매라고 하여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개나리속(Forsythia) 식물의 열매임에는 틀림없으나 개나리의 열매가 

아니고 중국원산 의성개나리(약개나리, Forsythia viridissima)의 종자인 것이다(정·

이, 1962). 연교는 해열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감기약재로 많이 사용된 바 있어, 우



- 16 -

리나라에서는 경북 의성에서 대량 재배하여 연간 4만근 정도를 생산하여 전국에 보

급하여 왔으나, 근래에 감기약으로 아스피린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약개나리의 재

배지는 모두 마늘밭으로 바뀌어 버렸다.

  위와 같은 사실은 성분분류에 사용하는 시료는, 구입할 때 그 원식물의 증거표본

을 만들어 언제 누구에 의해 연구에 사용했음을 명시한 라벨을 붙여, 일정 표본관

에 보관하고, 그 표본관의 명칭과 증거표본의 번호를 논문 말미에 표시해야 한다는 

연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분류학(taxonomy)이 생물학의 입구인 동시에 출

구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현대적인 공업화

는 탄탄한 순수과학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상누각(砂上樓閣)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은 1960년대에 미소우주경쟁에서 잘 증명된 바 있다. 즉 

소련이 달에 무인우주로켓을 먼저 쏘아 올리자 미국의 과학계는 큰 요동이 일어 많

은 심포지엄 끝에, 그 원인은 미국이 공업화 정책을 앞세워 순수과학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유우방의 두뇌를 총집결시켜 나사를 창설하여 순수과

학을 진흥시킨 결과 소련에 앞서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한국식물분류학회에서 이 같은 특강을 주선한 이유도 생명과학의 순수분

야인 분류학이 최근에 심하게 경시되고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데 참뜻이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여러분의 분투노력을 당부하며 이에 가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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