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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교과목 개요

- 분류학은 모든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 분야로 이 과목에서
는 생물 분류의 기본적인 이론과 계통분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원
리의 이해를 목표로 함. 또한 실제 식물의 분류를 위한 외부형태학적, 해부
학적, 화분학적, 화학적, 유전적 형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 분류군들에 
대한 특징과 최신 분류체계를 습득함. 

- 이 과목은 식물분류학실험을 동시에 수강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음. 

- 주의사항: 5월 14일(화)은 공식적으로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실
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시간을 모두 할애할 예정이니 혹시 다른 수업이 
있는 학생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수업의 모든 자료는 http://amborella.net 에 있으니 수업 전후에 꼭 확인하
세요.  ID: ps,   PASS: ps

주교재 - 식물분류학-계통학적 접근 제 3판, 박기룡 외 7인 역, 신일상사

부교재 및 

참고도서

- Plant Systematics-A Phylogenetic Approach (3rd ed.) by Judd et al., 

Sinauer

- 현대식물분류학, 이우성 저, 도서출판 우성

- 식물계통학, 김영동 신현철 역, 월드사이언스

수업방법 이론중심강의, 현장답사

교육기자재 컴퓨터, 비디오

평가방법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퀴즈: 10%, 출석: 20%  리포트: 10%

주별 수업내용

 1주차 3월 5일: 강의 내용과 교재 소개, 분류학에 대한 개괄. 

 2주차 3월 12일: 식물분류학의 기초. (기초용어). 교재 1장

 3주차 3월 19일: 명명법, 표본, 표본관. 교재 부록 

 4주차 3월 26일: 분류학의 방법과 원리. 교재 2장

 5주차 4월 2일: 현화식물의 분류와 분류체계: 역사적 배경. 교재 3장

 6주차 4월 9일: 분류학적 증거: 구조적 및 생화학적 형질. 교재 4장

 7주차 4월 16일: 분자분류학. 교재 5장

 8주차 4월 23일: 중간고사     

 9주차 4월 30일: 녹색식물계통의 개관, 석송류, 고사리류, 나자식물. 교재 7, 8장

10주차 5월 7일: 피자식물계통의 개관과 원시피자식물. 교재 9장

11주차 5월 14일: 국립수목원 방문(현장학습)

12주차 5월 14일: 진정쌍자엽식물계통의 개관과 원시 진정쌍자엽식물. 교재 9장 계속

13주차 5월 21일: 콩류와 아욱류. 교재 9장 계속

14주차 5월 28일: 꿀풀류. 교재 9장 계속

15주차 6월 3일: 초롱꽃류. 교재 9장 계속

16주차 6월 10일: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