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 2
소지(twig)의 관찰



실험노트 작성법

• 줄 없는 A4 백지노트 세로로 사용

• 왼쪽에는 handout 및 관련자료 붙이고 오른쪽에 관찰내용 기록.

• 관찰내용은 제목과 날자 기록.

• 모든 관찰식물은 국명과 함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 Botanical illustration을 할 때 사진과 같이 한 장면을 본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찰한 특징을 조합하여 하나의 그림

으로 나타내는 것임.

• 그림은 트래팔지에 그리고 잘라서 노트에 붙이고, 명암은 점을 찍어

표현함.

• 현미경 관찰인 경우 반드시 배율을 표시할 것.

• 매번 실험 시 소지, 잎, 꽃 등의 관찰한 주제 이외에 반드시 도감에

서 관찰한 식물을 찾아 간략한 특징을 기록할 것.



1. 동물명명법과 식물명명법은 각각 독립적임

2. 학명은 기본적으로 속명 + 종소명 + 명명자의 구조로 되어 있다.

Scutellaria indica Linne Panthera tigris Linne

속명: Scutellaria 속명: Panthera

종소명: indica 종소명: tigris

명명자: Linne 명명자: Linne

3. 속명과 종소명은 반드시 이텔릭체로 표시하고, hand-writing의 경우 밑줄을 그어

이텔릭체를 대신한다.

Scutellaria indica Linne 또는 Scutellaria indica Linne

학명에 대하여



4. 명명자는 점을 찍어 약자로 표시하기도 하며, 많이 쓰이는 학명의 경우 명명자 전체를 생

략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식 학명의 표기는 아니다.

Scutellaria indica L.  (명명자를 약어로 표시한 경우)

골무꽃이라는 식물을 그냥 Scutellaria indica 라고 명명자 없이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

은 정식 학명의 표기는 아님.

5.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속명을 약자로 표기해 쓰기도 한다.

예) 대장균의 경우 Escherichia coli 인데,  E. coli 라고 주로 쓴다.

6. 종 이하의 구분은 식물의 경우 아종(subspecies), 변종(variety), 품종(forma)등을 사용하는

데, 약자인 subsp., var., 또는 for.를 쓰고(이텔릭이 아님), 그 다음에 종하명과 명명자를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종하명은 이텔릭으로, 명명자는 이텔릭이 아님).

Scutellaria pekinensis var. ussuriensis Regel 호골무꽃

Scutellaria indica for. alba S. Kim      연지골무꽃

동물의 경우 종하범주는 아종(subspecies)만을 쓰고 아무런 표기없이 아종이름을 붙여 쓴다.

Homo sapiens sapiens L.              인간

Charronia flavigula koreana Mori    노란목도리담비



엽맥

윗면 배면
아랫면 복면

엽연

엽선
엽신

엽병
탁엽

줄기
싹; 芽(측아)

cf. pulvinus: 비대부위

잎 (leaf) = 엽신 + 엽병 + 탁엽

1학년 일반생물학 실험 복습!



소지 (Twig): 1 년생 가지
동아 winter bud

정아 terminal bud
측아 lateral bud

절 node
절간 internode

아린 bud scale
아린흔 bud scale scar
엽흔 leaf scar
탁엽흔 stipular scar
관속흔 (vascular) bundle (trace) scar

피목 lenticle

수 pith

정아

아린

측아

피목엽흔

절간

절
아린흔; bud scale scar

관속흔; bundle scar

수

소지



Bud terminology (눈, 싹의 용어)
액아 axillary bud: 잎 겨드랑이에서 나는 눈
준정아 또는 가정아 psudo-terminal bud, false terminal bud: 

제거된 정아 옆에 정아처럼 발달
부정아 adventitious bud: 절이 아닌 부분에서 발달하는 눈
부아 accessory bud: 측아의 주변에 추가적으로 발달한 눈

측생부아 collateral accessory bud: 측아의 좌우에 달린 작은 눈
중생부아 superposed accessory bud: 측아와 엽흔 사이에

달린 작은 눈
잠아 dormant bud: 동면상태의 눈으로 겉으로는 흔적이 없다
인아 scale bud: 아린으로 싸여있는 눈
나아 naked bud: 아린으로 싸여있지 않은 눈
복와상 imbricate: 기와 형태로 포개져 있는 것 cf. 복와상 아린
섭합상 valvate: 포개지지 않고 서로 마주 닿은 것 cf. 섭합상 아린
화아 flower bud: 장차 꽃이 될 눈
엽아 또는 영양아 leaf bud or vegetative bud: 장차 잎이 될 눈
혼아 mixed bud: 장차 꽃과 잎이 모두 발달할 눈



호생 대생 윤생

※ 참조: 90도씩 돌려가며 대생하는것
교호대생(decussate)

엽서(leaf order)



· 피침 PRICKLE – 표피가 변해서 된
가시. 쉽게 부러짐. 

예) 장미

· 엽침 SPINE – 잎이 변형된 가시
예) 선인장
- 탁엽성 엽침 STIPULAR SPINE– 탁엽이

변해서 된 가시. 주로 쌍으로 나타남.
예) 아까시나무

· 경침 THORN – 줄기가 변해서 된
가시. 부러지기 어려움.

예) 탱자나무

가시













쌍속형 함입형



쌍속형

함입형



Interactive Key (대화형 검색표)

http://www.herbarium.lsu.edu/keys/carex/carex.html

http://www.herbarium2.lsu.edu/aba/index.html













실험재료 (학명표기에 주의)
1. 목련 Magnolia kobus D.C.

2.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3.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4.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5.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6. 매화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7.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Thunb.

8. 황매화 Kerria japonica (L.) DC.

9.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10.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11. 칠엽수 Aesculus turbinata Blume

12. 양버즘나무 Platanus occidentalis L.

13. 덩굴장미 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14.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15.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16. 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

17.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관찰할 형질의 종류
- 대생/호생
- 정아의 유무
- 준정아 유무
- 정아의 크기
- 정아에 털
- 정아에 진액 유무
- 잠아 유무
- 화아와 엽아가 혼재
- 정아가 불명확함
- Bud가 섭합상/복와상

- 엽흔 모양(하트모양/둥근모양/초생달모양…)
- 엽흔이 bud를 둘러쌈
- 관속흔의 개수
- 관속흔이 V자로 배열

- 수피의 색
- 피목 발달
- 피침 유무
- 탁엽성 엽침 유무
- 단지 유무

- 수의 상태(계단상/꽉참/비어있음)

…



실험방법
1. 각각의 소지를 공부한 소지 형질과 용어에 의거하여 관찰

하고 간략히 도해한다. 페이지당 4개 정도 크기로 도해

2. 도해 후 각 부분의 명칭 기입 (영어 포함)

3. 학명을 그림 아래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기입한다.

(명명자 포함, 이텔릭 표기 주의, 대소문자 구분)

4. 그 분류군이 포함된 과명을 찾아 국문과 영문모두 기입

5. 도해한 17 분류군의 소지의 형질로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검색표 작성

(쌍속형 또는 함입형 둘 중 택일하여 검색표의 형식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