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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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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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종 악통 존재
- 꽃받침은 꽃잎과 유사
- Iris 에서는 화주도 꽃잎과 유사
- 3개의 격막으로 나뉜 삭과

인경 지하경 구경을 갖는 다년생초본- 인경, 지하경, 구경을 갖는 다년생초본
- 단엽, 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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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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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대칭- 좌우대칭
- 순형화관 상순은 2개로, 하순은 3개로 갈라짐.
- 2강웅예
- 자방은 깊게 갈라짐(각각은 소견과). 

자방기생성화주- 자방기생성화주
- 방향성.                       - 잎은 대생, 단엽
- 줄기의 단면은 4각형



Angiosperms: Eudicots: Core-eudicots: Asterid: Campanulids (euasterid II): Asterales
총포

관모, 깃털

- 5수성
두 종류의 소화(작은 꽃) 통상화 설상화

- 2심피. 합생
- 자방하위
- 기저태좌

- 두 종류의 소화(작은 꽃): 통상화, 설상화
- 꽃받침이 관모, 깃털로 변함.
- 취약웅예: 화사는 각각 떨어져 있으나 약은 붙어있음

- 두상화서, 총포를 갖음.
- 대부분 초본
- 매우 큰 과 (약 23,000종)



Angiosperms: Eudicots: Core-eudicots: Asterid: Lamids (euasterid I): Lamiales

- 5수성 통상화수성 통상화
- 좌우대칭. 
- 수술은 2 또는 4개(2강웅예)
- 과실은 삭과!
- 2심피 합생



-좌우대칭
-한 꽃잎은 거가 존재한 꽃잎은 거가 존재
-거 속으로 뻗은 밀선을

갖는 수술
-폐화수정폐화수정
-삭과
-삭과는 벌어지면서 튀어오름
-초본성본성



-항아리형 또는 종형 화관
-약은 공개
-중축태좌중축태좌
-속이 빈 화주
-점사가 있는 화분
-관목관목
-산성토양을 좋아함
-잎은 단엽, 전연, 

종종 두껍거나 혁질이거나 상록성종종 두껍거나 혁 이거나 상록성
- 탁엽 없음



- 4수성
- 4강웅예예
- 2심피
- 측벽태좌
- 장각과, 단각과
- 배가 휘어짐.



- 4수성
술은 개- 수술은 2개

- 방이 2개인 중축태좌
- 교목 또는 관목

잎은 대생- 잎은 대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