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OCOTSMONOCOTS
• Considered monophyletic based on 

아래와 같은 형질에 의해 단계통군임이 지지됨

- parallel-veined leaves 평행맥

- embryo with a single cotyledon 단자엽y g y
- stems with scattered vascular bundles 산재관다발을 갖는 줄기

- 3-merous flowers with two perianth whorls and herbaceous habit
3수성 꽃, 2개의 환으로 이루어진 화관, 초본성3수성 꽃, 2개의 환으로 이루어진 화관, 초본성

- monosulcate pollen 단구형 화분

also basal angiosperms and gymnosperms 
원시피자식물과 나자식물에서도 발견되는 형질임원시피자식물과 나자식물에서도 발견되는 형질임

• Importantly, molecular phylogenetic studies strongly supports the
monophyly of monocotsmonophyly of monocots

분자계통학적 연구는 기존의 단자엽식물이 강력히 지지되는 단계통군임을 보여줌.



Recent Understandings of
Angiosperm Phylogeny Aste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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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ICOTS

회양목

연꽃, 버즘나무
나도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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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COTS

Acorus

붕어마름

후추 족도리풀

창포

벼, 백합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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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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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oliales
Laurales
Chloranthus

Austrobailales
Nymphaeaceae
Hydatellaceae
Amborella

후추, 족도리풀
목련, 튜립나무
녹나무, 아보카도
홀아비꽃대

붓순나무, 오미자

수련

Magnoliids Angiosperms

EXTENT GYMNOSPERMS



MONOCOTS
1. Acoraceae (창포과)

A spadix(육수화서) is a 
specialized spike (수상화서)

• 다른 모든 단자엽식물의 자매군 (Chase et al., 1993)

specialized spike (수상화서)

• 약용, 화장품의 재료로 쓰임.
• 불염포가 없는 육수화서를 형성
• 창포과는 종종 천남성과에 포함되기도 함.



MONOCOTS
2. Araceae (천남성과)

• 화서: 불염포(spathe)를 갖
는 육수화서
• 과실은 장과• 과실은 장과
• 천남성 뿌리: 사약의 재료

• Taxa in Korea:• Taxa in Korea:
천남성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천남성 (Arismaea)



- 매우 작은 꽃. 종종 육수화서에 함몰.
- 불염포를 갖는 육수화서
- 장과. 다화과
- 다년생 초본. 음지에서 잘 적응
- 독성을 띰. 





Titan Arum, at Kew Gardens



MONOCOTS
3. Iridaceae (붓꽃과)

• 화피편 6개, 수술 3개
• 자방하위, 3심피로된 합생심피, 

중축태좌

관상용 방향성 식물• 관상용, 방향성 식물

• Typical taxa in Korea:
붓꽃 Iris sanguinea붓꽃 Iris sanguinea





- 종종 악통 존재
- 꽃받침은 꽃잎과 유사
- 자방하위
- Iris 에서는 화주도 꽃잎과 유사

3개의 격막 나뉜 삭과- 3개의 격막으로 나뉜 삭과
- 인경, 지하경, 구경을 갖는 다년생초본
- 단엽, 전연





Left: Equitant leaves in Iris. Middle: Iris
flower, showing the three petaloid
styles. Right: Iris flower L.S., showing 
opposite sepals, stamens, and petaloid
styles. 



MONOCOTS
4. Orchidaceae (난초과)

많은 경우 착생식물• 많은 경우 착생식물
• 좌우대칭 꽃
• 바깥 환의 3개의 화피편은 동일, 안쪽
환의 중앙 화피편은 매우 분화되어 있환의 중앙 화피편은 매우 분화되어 있
음
• 수술은 3개
• 합생심피(3심피) 자방하위 측벽태좌• 합생심피(3심피), 자방하위, 측벽태좌

• Typical taxa in Korea:
나비난초 Orchis graminifolia
사철란 Goodyera schlechtendaliana
석곡 Dendrobium moniliforme





좌우대칭- 좌우대칭
- 꽃받침 3, 꽃잎 3 

(한 개는 lip으로 변형; labellum)
주두가 rostellum으로 변형- 주두가 rostellum으로 변형

- 자방 상위
- 종자는 매우 많음
- 발아시 종종 공생균류가 필요함- 발아시 종종 공생균류가 필요함
- 다년생 초본
- velamen으로 덮힌 부정근





화분괴

Left: Cattleya flower, zygomorphic and resupinate. Middle: Bletilla flower, showind details of the column. Right: pollinea
from the Orchidaceae (also occurs in Asclepias). 



• 인경을 갖는 초본
• 동일한 모양의 화피편 6개

MONOCOTS
5. Liliaceae (백합과)

동일한 모양의 화피편 6개
• 수술은 6개
• 합생심피(3심피), 자방상위, 중축태좌
• 삭과삭과
• Typical taxa in Korea:
연령초 Trillium kamtschaticum
풀솜대 Smilacina japonica
애기나리 Disporum smilacinum애기나리 p
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비짜루 Asparagus schoberioides
선밀나물 Smilax nipponica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박새 Veratrum patulum박새 Veratrum patulum
비비추 Hosta longipes
옥잠화 Hosta plantaginea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마늘 Allium sativum for. pekinense
양파 Alli양파 Allium cepa
튤립 Tulip gesneriana
백합 Lillum longiflorum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백합



원추리



둥굴레 (Polygonatum)



- 화피편- 화피편
- 수술은 6개, 측착
- 3심피, 합생심피, 
- 삭과 또는 장과삭과 또는 장과
- 인경, 지하경, 구경을 갖는 다년생 초본







MONOCOTS
6. Cyperaceae (사초과)

• 줄기의 단면은 삼각형
• 열매는 수과

한 에 서식함• 보통 습한곳에 서식함. 

• Typical taxa in Korea:
진퍼리사초 Carex arenicola진퍼리사초 Carex arenicola
줄사초 Carex lenta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진퍼리사초



MONOCOTS
7. Poaceae (=Gramineae화본과; 벼과)

• 줄기의 횡단면은 둥글다
• 포영(glumnes) 꽃의 싸고 있는 포에
해당

포영
Glumes

해당
• 인피(lodicule)꽃받침에 해당
• 외화영(lemma)과 내화영(palea)은

꽃잎에 해당

외화영
Lemma

내화영 Palea

꽃잎에 해당
•열매는 곡립
• 보통 건조지에 서식

인피
Lodicules

• Typical taxa in Korea:
조릿대 Sasa borealis
옥수수 Zea mays
벼 Oryza sativa
포아풀 Poa sphondylodes



포아풀



- 매우 작은 소화- 매우 작은 소화
- palea, lemma를 갖음
- 화관은 lodicule이라 불림
- 영과영과
- 사초과와 비교하여 줄기 단면은 동그란모양

(사초과는 삼각형)







ABC model: 꽃의 각 부분을 결정에의 각 부 에
대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는 모델

꽃의 발생에 대한 ABC model은
pelea와 lemma가 꽃받침에 해당하고p 와 가 에 해 하
Lodicule이 꽃잎에 해당함을 밝힘.









Eight plant families having two namesEight plant families having two names

A (P l ) 종려과• Arecaceae (Palmae) 종려과
• Poaceae (Graminae) 화본과 (벼과)( ) 화본과 (벼과)
• Lamiaceae (Labiatae) 꿀풀과
• Asteraceae (Compositae) 국화과• Asteraceae (Compositae) 국화과
• Apiaceae (Umbelliferae) 산형과
• Brassicaceae (Cruciferae) 십자화과
• Fabaceae (Leguminosae) 콩과Fabaceae (Leguminosae) 콩과
• Cluciaceae (Guttiferae) 물레나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