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산홍 = 홍철쭉
Rhododendron japonicum (A Gray) Suringer fRhododendron japonicum (A. Gray) Suringer f.
일본자생 재배종



3. 진달래속 Rhododendron
1. 잎은 常綠性이다.잎은 常綠性이다
2. 잎과 子房에 鱗毛가 있다.
3. 꽃은 1-5개가 傘形으로 달린다, 지름은 1.5이상, 자홍색.
4. 꽃은 2-5개가 달리고, 지름은 1.5-2cm ---------------------------------- 1. 황산차
4. 꽃은 1(-2)개가 달리고, 지름은 4-5cm -------------------------------- 2. 산진달래

3. 꽃은 다수가 긴 總狀花序에 달린다, 지름은 1cm정도, 백색 --------------- 3. 꼬리진달래
2. 잎과 자방에 인모가 없다.
5. 원줄기는 직립 또는 경생. 잎은 3-20cm, 꽃은 담홍색 또는 담황색, 지름은 2.5-4cm.
6. 잎 뒷면과 자방에 털이 없다. 꽃은 연황색 ---------------------------- 4. 노랑만병초
6. 잎 뒷면과 자방에 털이 있고, 꽃은 담홍색 또는 담황색 --------------------- 5. 만병초

5. 원줄기는 옆으로 눕는다. 잎은 5-8mm, 꽃은 분홍색, 지름은 1.5cm ------------ 6. 좀참꽃
1. 잎은 落葉性이다.
7. 어린 가지와 花梗에 粘性이 없다.
8. 잎 뒷면에 鱗片이 밀생한다. 꽃은 담적자색 또는 백색 ---------------------- 7. 진달래
8. 잎 뒷면에 인편이 없다. 꽃은 백색 또는 적색.
9. 잎은 타원형-도란형. 소지에 강모가 있다. 꽃은 백색 ----------------------- 8. 흰참꽃

잎은 광난형 지에 강 가 없다 꽃은 적색 참꽃나9. 잎은 광난형. 소지에 강모가 없다. 꽃은 적색 --------------------------- 9. 참꽃나무
7. 어린 가지와 화경에 점성이 있다.
10. 잎은 장타원형-광피침형, 有毛, 광택이 없고, 예두-둔두 -------------------- 10. 산철쭉
10. 잎은 도난형, 無毛, 광택이 있고, 원두-미요두 ----------------------------- 11. 철쭉

1 황산차 R if li Ad 북부 고산지대1. 황산차 R. parvifolium Adams 북부 고산지대
2. 산진달래 R. dauricum L. 제주도, 금강산 및 북부지방의 고산지대
3. 꼬리진달래 R. micranthum Turcz. 경북‧충북 및 강원도
4. 노랑만병초 R. aureum Georgi 중부 이북지방
5. 만병초 R. brachycarpum D. Don 지리산‧울릉도‧강원도 및 북부지방
6 좀참꽃 R redowskianum Max 백두산지역6. 좀참꽃 R. redowskianum Max. 백두산지역
7. 진달래 R. mucronulatum Turcz. 
8. 흰참꽃 R. tschonoskii Max. 지리산 및 가야산 산정 바위틈
9. 참꽃나무 R. weyrichii Max. 한라산
10. 산철쭉 R. yedoense var. poukhanense (Lev.) Nakai 중부이남
11 철쭉 R schlippenbachii Max 임지 또는 능선 상의 나출사지11. 철쭉 R. schlippenbachii Max. 임지 또는 능선 상의 나출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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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호색속 Corydalis
1. 多年草. 塊莖 有. 꽃은 자주색 또는 드물게 홍자색.
2. 괴경은 1개이다. 꽃은 자주색.
3. 鱗片基部에 球形의 附屬物이 있다 ------------------------------------ 1. 선현호색
3. 인편기부에 구형의 부속물이 없다. 

4 잎 표면에 백색 점이 많이 있다 ------------------------------------- 2 점현호색4. 잎 표면에 백색 점이 많이 있다 2. 점현호색
4. 잎 표면에 백색 점이 없다.
5. 갈라진 小葉片은 (도)피침형-(도)난형이다. 
6. 小葉은 1-2회 3열 또는 우상열한다. 
7. 소엽 가장자리에 거치가 없다. 
8. 塊莖 밑에 묵은 괴경이 없다. 소엽은 1-2회 3출복엽으로 갈라지나 마지막은

중열-심열하고 복엽으로 되지는 않는다. 
9 꽃은 백색-연한 자주색이다9. 꽃은 백색 연한 자주색이다.
10. 잎은 2회3출엽, 소엽은 다시 심열. 괴경 내부는 황색. 내화판 선단은 분리

-------------------------------------------------------- 3. 섬현호색
10. 잎은 1회3출, 소엽은 전연-심열. 괴경 내부는 흰색, 내화판 선단은 융합

-------------------------------------------------------- 4. 흰현호색
9. 꽃은 청색-자주색이다.
11. 첫 측소엽이 대생한다
12. 포는 전연.12. 포는 전연.
13. 열매는 넓은 선형(18-26mm x 2.8-4mm), 씨는 2열배열 ---------- 5. 왜현호색
13. 열매는 선형(11-39mm x 2-3mm), 씨는 거의 1열배열 ----------- 1. 선현호색

12. 포는 잘게 갈라진다.
14. 꽃받침이 없다.
15. 外花瓣 基部가 융기, 花瓣가장자리는 원형에 가깝다 --------- 6. 난장이현호색
15. 외화판 기부가 융기하지 않고, 화판가장자리는 노루귀모양이다

16. 열매는 선형이고 씨는 1열로 배열 ----------------------- 7. 조선현호색16. 열매는 선형이고 씨는 1열로 배열 7. 조선현호색
16. 열매는 방추형이고 씨는 2열로 배열 ---------------------- 8. 탐라현호색

14. 꽃받침(도란형, 갈퀴모양 거치)이 있다 -------------------- 9. 갈퀴현호색
11. 첫 측소엽이 호생한다 ---------------------------------- 10. 큰괴불주머니

8. 괴경 밑에 묵은 괴경이 있다. 소엽은 2-3회 3출복엽으로 갈라진다 ---- 11. 좀현호색
7. 소엽 가장자리에 잔 거치가 있다 ---------------------------------- 12. 현호색

6. 소엽은 원형-타원형이고 여러개의 장상으로 중심열한다 ------------- 13. 빗살현호색
5. 갈라진 소엽편은 긴 피침형-선형이다.5. 갈라진 소엽편은 긴 피침형 선형이다.
16. 小葉은 2회 우상 세열한다 ------------------------------------ 14. 애기현호색
16. 소엽은 3개로 갈라진 3출복엽이다 ------------------------------ 15. 댓잎현호색

2. 괴경은 여러개가 이어져 있다. 꽃은 홍자색 ----------------------------- 16. 들현호색
1. 2年草. 괴경 無. 꽃은 황색 또는 드물게 홍자색. 
17. 꽃은 홍자색이다 -------------------------------------------- 17. 자주괴불주머니
17. 꽃은 황색이다. 
18. 줄기에 陵角 有. 잎의 裂片은 거치 무. 距의 끝이 가늘게 좁아진다.줄기에 陵角 有 잎의 裂片은 거치 무 距의 끝이 가늘게 좁아진다

열매는 원통형의 콩깍지모양이고, 폭발적으로 터진다.
19. 아래 외화판 기부가 반구형으로 융기. 열매는 도란형 --------------- 18. 눈괴불주머니
19. 아래 외화판 기부가 융기하지 않음. 열매는 선형 ---------------- 19. 가는괴불주머니

18. 줄기에 능각 무. 잎의 열편은 거치 유. 거의 끝이 둥글게 넓어진다.
열매는 염주모양이고, 비틀려 터진다.

20. 열매는 규칙적인 염주형, 씨는 다소 광택이 있다. 柱頭는 T자형. 
21. 外花瓣은 급첨두. 꽃은 흰색에 가까운 노랑색 ---------------------- 20. 괴불주머니外花瓣은 급첨두 꽃은 흰색에 가까운 랑색 괴불주머니
21. 외화판은 예두. 꽃은 밝은 노랑색 ------------------------------ 21. 산괴불주머니

20. 열매는 불규칙적인 염주형, 씨는 광택이 없다. 주두는 V자형.
22. 子房은 선형. 열매는 폭이 좁고 씨는 1열 배열. 주두는 반원형 ----- 22. 염주괴불주머니
22. 자방은 피침형. 열매는 폭이 넓고 씨는 2열 배열. 주두는 편평형 ----- 23. 갯괴불주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