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과21.

꽃: 방사상칭, 완전히 빨간색이나 완전히 파란

색은 없음; 악통이 존재, 자방주생/상

위자방 또는 자방상생/하위자방; 꽃잎

과 꽃받침은 각각 떨여져 있음; 수술은

환형배열; 단심피, 이생심피.

화서: 다양함

과실: 골돌, 수과, 핵과, 이과(삭과와 장과는

아님!)

종자: 일반적으로 배유가 없다

습성: 다년생초본(드믈게 일년생), 관목, 교목

잎: 호생, 일반적으로 탁엽을 갖는 단엽 또는

복엽(우상, 장상)

- 4개의 아과로 나뉨. 

- 식용, 관상용 식물들 많이 포함



• 전통적으로 과실형태, 심피의 수와 융합상태, 

자방위치, 염색체의 수로 4개의 아과로 나뉘어

짐.

•염색체의 수(base chromosome number): 

Spiraeoideae (spirea subfamily), x=9 

Rosoideae (rose subfamily), x=7 

Amygdaloideae (peach subfamily), x=8 

Maloideae (apple subfamily), x=17 

Base chromosome number = The inferred 

ancestral haploid chromosome number of a 

taxon.

조팝나무아과

장미아과

능금아과

앵도나무아과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딸기 Fragaria ananassa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딱지꽃 Potentilla chinensis
복분자딸기Rubus coreanus
줄딸기 Rubus oldhamii
산딸기 Rubus crataegifolius
터리풀 Filipendula palmata var. glabra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찔레꽃 Rosa multiflora
해당화 Rosa rugosa



Hip



Fruit types based on TAXONOMY 
• Pome (이과): Apple subfamily, rose family; Rosaceae; an 

indehiscent, fleshy fruit in which in which the outer part is soft 
and the center contains papery or cartilaginous structure 
enclosing the seeds. apple, pear

사과 (Malus)

C.f.

Hip: A berry-like structure composed of 
an enlarged hypanthium surrounding 
numerous achenes, as in roses.



Hip



Left: Flat petals of Rosa. 
Middle: Deep hypanthium, apocarpous gynoecium (many distinct carpels), superior ovaries. 
Right: a rose hip, formed by the fleshy hypanthium enclosing many achenes.



















찔레꽃
Rosa rugosa Thunb. 

“Type” genera of Rosaceae

C.f.: “Type” is an artificial concept in taxonomy.  
However, practically, taxonomists assign “type specimen” for the identification. 



살구 Prunus armeniaca var. ansu
매실나무 Prunus mume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사과 Malus pumila var. dulcissima
돌배나무 Pyrus pyrifolia
마가목 Sorbus commixta
팥배나무 Sorbus alnifolia

Maloids x=9의 base chromosome 
number로 부터 aneuploidy(이수배수성)과
정을 통해 진화됨.















Rosaceae from Wikipedia

Taxonomy is 
endless and dynamic field!



- 좌우대칭
- 순형화관 상순은 2개로, 하순은 3개로 갈라짐.
- 2강웅예
- 자방은 깊게 갈라짐(각각은 소견과). 
- 자방기생성화주
- 방향성.                       - 잎은 대생, 단엽
- 줄기의 단면은 4각형









연지골무꽃
Scutellaria indica
var. coccinea S. Kim & S.T.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