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소개 및 주의사항과목소개 및 주의사항
주교재• 주교재
식물분류학 – 계통적 접근 제 3판

박기룡 외 8인 역 도서출판 신일사이언스
- Plant Systematics-A Phylogenetic Approach (3rd ed.) 

Judd et al., Sinauer (원서)

• 수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됨
http://amborella.net ID: pt   PASS: pt

• 게시되어있는 ppt 자료들은 항상 수업 전 업데이트 되니 수업 후 다시
다운 받아 공부할 것.

• 항상 원서와 함께 공부하여 번역판의 단점을 보완할 것.
- 원서 제 1판의 전문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부 재• 부교재
- Plant Systematics-A Phylogenetic Approach (3rd ed.) 

Judd et al., Sinauer (원서)

- 식물계통학, 김영동 신현철 역, 월드사이언스

- 현대식물분류학, 이우성 저, 도서출판 우성





분류란 무엇인가?분류란 무엇인가



도서관의 책들의 분류



신발장의 신발들의 분류



• 분류 :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빠른 접근법. 
- 잘된 분류를 보면 대상을 체계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수학적, 논리적 의미의 좋은 분류
1) 분류의 단위가 명확해야 한다.
2) 분류의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3) 어떤 기준으로 분류된 각각의 대상은 오직 한 군에만 속해야

한다 (중복금지).
4) 분류 후 어떤 군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가 생기면 안된다4) 분류 후 어떤 군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가 생기면 안된다. 



• 일반 사물의 분류와 “생물”분류의 차이점:
“계통”을 반영하는 분류가 전체 생물을 잘 이해할 수 있계통 을 반영하는 분류가 전체 생물을 잘 이해할 수 있
는 가장좋은 체계적인 분류 방법임.

• 분류학
-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학문

※ 2010년은 생물다양성의 해
- “이름”과 이들의 계통적 유연관계에 대한 학문

• 이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1) 
기생성 새삼(Cuscuta japonica Chois.)의 기생 뿌리 발달에 대한 연구

사용 재료가 Cuscuta australis R.Br. 
(실새삼) 으로 밝혀짐



예2)  사물탕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
사물탕 四物湯사물탕 四物湯

당귀(當歸) 
Angelica gigas Nakai

숙지황(熟地黃)

사용된 종들이 실험자 마다 서로
달라 상이한 결과가 나옴.

숙지황(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Gaertner)Liboschitz

천궁(川芎) 
Cnidium officinale MakinoCnidium officinale Makino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var. hortensis Makino 



Take home messageTake home message

• 분류학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학문
• “이름”은 분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름 은 분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다 시간다음시간: 

- 교과서 제 1장과 2장을 읽어오고

- 웹사이트에 게시된 ppt 파일을 미리 확인!



식물분자계통학실 과학관 412호
(운정캠퍼스 277a)

http://amborell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