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 양성화, 방사상칭(Rhododendron에서는

좌우대칭); 간혹 단지형 또는 종형의

화관; 약은 간혹 부속체를 갖고 있고, 

공개; 합생심피; 자방상위 또는 하위; 

심피수만큼의 방을 갖음; 배주는 많고, 

중축태좌; 화주는 비어있고 화분은 종

종 4립형.

화서: 다양함

과실: 삭과, 장과, 핵과

습성: 주로 작은 관목, 상록성 또는 낙엽성; 산

성토양을 좋아함

잎: 호생, 단엽, 대부분 전연, 종종 두꺼운 혁

질, 상록성; 탁엽이 없음.

진달래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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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달래속 Rhododendr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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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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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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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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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출사지



십자화과22.

꽃: 양성화, 방사상칭, 4수성(십자의 꽃); 수술

은 4강웅예; 심피는 2개, 합생심피; 자

방상위, 2실; 측벽태좌

화서: 포가 없는 총상화서

과실: 얇은 격벽을 갖는 장각과 또는 단각과; 

휘어진 배

습성: 다년생, 이년생 또는 일년생 초본, 드믈

게 관목; glucoside mustard oil을 생성

잎: 호생, 단엽 또는 우상 열편을 갖는 복엽; 

탁엽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