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명 식물분류학실험
2학점

3시간
학수번호 영역구분

담당교수 김상태 연구실 운정 A246 상담시간 수 2:00~4:00PM

e-mail amborella@sungshin.ac.kr    전화 : 7699

학습목표 

및 교과목 

개요

- 본 강좌는 식물분류학의 실습과목으로서 식물분류학 강좌에서 습득한 식물분류의 방법론
들을 실제 식물을 관찰하며 적용해 봄으로서 실제 식물의 분류를 경험하게 된다.

- 특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과 한국 자생종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징과 분류를 
학습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태학적 형질에 대한 분계분석과 전형질 분석을 실습한
다.

- 이 과목은 식물분류학과 동시에 수강을 권장함. 

주교재
- 야생화쉽게찾기,  송기엽, 윤주복저, 진선출판사   

- “청계산의 야생화” 어플 (엡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Pal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부교재 및 

참고도서

- 봄에피는 우리꽃, 여름에 피는 우리꽃, 가을에피는 우리꽃, 문순화, 현진오저, 신구문화사

- 식물분류학-계통학적 접근, 박기룡외 7인 역, 신일상사

- 대한식물도감, 이창복저 향문사

- 나무쉽게찾기, 겨울나무쉽게찾기, 송기엽, 윤주복저, 진선출판사

수업방법 이론중심강의, 실습, 토론

교육기자재 비디오, 컴퓨터 

평가방법 중간고사: 0%, 기말고사: 40%, 리포트: 40%, 출석: 10%  기타: 10%

주별 수업내용

 1주차: 3월 5일: 강의 계획 소개, 실험수업 주의사항, 과제 소개.

 2주차: 3월 12일: 소지에 의한 분류, 검색표 작성. 

 3주차: 3월 19일: 나자식물의 분류. 

 4주차: 3월 26일: 영양기관 및 생식기관에 대한 강의. 표본제작

 5주차: 4월 2일: 땡시험. 이른 봄의 꽃  

 6주차: 4월 9일: 원시피자식물의 꽃, 오패산의 식물..

 7주차: 4월 16일: 단자엽 식물의 꽃.

 8주차: 4월 23일: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없음)

 9주차: 4월 30일: 5월3일~4일 천리포 수목원 1박2일 관찰회로 대치

10주차: 5월 7일: 기부 진정쌍자엽 식물의 꽃

11주차: 5월 14일: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12주차: 5월 21일: 땡시험. 장미류(Rosids)의 꽃 

13주차: 5월 25일: 국화류(Asterids)의 꽃

14주차: 5월 28일: NTSYS 프로그램에 의한 외부형태학적 형질의 다변량분석(PC실)

15주차: 6월 4일: 6월 8일 (토) 난향원 또는 북한산 둘레길 수업으로 대체.

16주차: 6월 11일: 기말고사

기타 주요사항

- 항상 http://amborella.net  사이트 채크 할 것 "Plant Systematics Lab" (ID와 PASS는 모두 "psl" )

- 강의자료는 강의 전에 업데이트 되니 강의 후 다시 다운로드 받아 공부할 것.

- 강의실은 운정켐퍼스 A235호.
- 매 시간 복장: 야외에 나갈 수 있는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하이힐 금지)
- 매 시간 항상 갖고 와야하는 준비물: 스케치북 노트 (좌철 스프링 A4; 약 30매 이상), 연필, 지우게, 

                                    제도펜 또는 로트링펜(0.3mm), 트레팔지

- 5월 3~4일은 천리포수목원 방문. 1박 2일 일정으로 관찰회.

- 6월 8일 난향원 또는 북한산 둘레길 수업.

- 천리포수목원, 난향원 수업 시 다른 수업이 있는 사람은 현장수업 확인증 발급함.

- 일인당 20점의 식물에 대한 표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