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생물분류현장전문가역량강화사업식물분야 10‐11회차:

양치식물교육자료

강사: 이강협 (국립수목원전문위원)

2022. 9.17   국립수목원

http://amborella.net/2022‐Parataxonomist/Parataxonomist.htm



(이창숙, 이강협. 2018. 한국의양치식물 2판 Geobook)













한국의 양치식물 과검색표
(이창숙, 이강협. 2018. 한국의양치식물 2판 Geobook)

1. 어린잎은 말리지 않고 퍼지며, 잎맥이 단순하게 유리하거나 드물게 잎이 없고 포지낭군은 줄기나 잎의 축에서 만들
어지고, 잎에서 만들 더라도 잎의 표피세포의 표띠면에 평형으로 갈라진 세포층에서
만들어지며, 흔히 이삭을 만든다. 

2. 잎은 침상, 비늘조각모앙, 또는 물 같은 잎이 작고 많으며, 포자낭은 줄기에서 만들거나 잎의 축에서 만들어진다.
3. 잎은 뚜렷이 있으며. 줄기는 가지를 치지 않거나 불규친하게 가지를 친다.

4. 잎은 나선상으로 배열되며, 줄기는 마디가 없고 줄기에 홈이 없거나 구멍이 없으며, 포자닝군은 우산 같은 조직
없이 이삭을 만들고포지에탄사도없다.

5. 육지에서 자라며, 잎은 비늘조각또는 바늘모양이며, 포자닝군은 줄기나 잎의 축 또는끝에 변형된 축에 이삭을
만든다. 

6. 포자는 동형포자이고 포지낭군은 둥근 원통모앙의 이삭을 만든다. 
석송과 Lycopodiaceae

6. 포자는 이형포자이고 포지낭군은 사면체인 이삭을 만든다.
부처손과 Selaginellaceae

5. 물가나물속에서 자라며. 잎은 길고 풀잎 같으며 포자낭은 잎 이래에 파묻혀 있다. 
물부추과 Isoetaceae

4. 잎은 돌려나며. 줄기는 마디가 있고. 홈이 있고 구멍이 나며. 포자낭군은 우산 같은 조직 아래에 원통형의 이삭
을 만들며 포자는 4개의 탄사가 있다. 

속새과 Equisetaceae
3. 잎은없고. 줄기는 가지가 동일한 모앙으로 균일하게 분지한다.

솔잎란과 Psilotaceae
2. 잎은 넓게 공통자루에서 포자엽과 영앙엽이 나오고 포자낭은 포자엽의 표피세포의 표피면에 평형으로 갈라진 바

깥쪽에서 생긴다.
고사리삼과 Ophioglossaceae

1. 잎은 돌돌 말리고 포자낭군은 잎에서 만들어지며. 흔히 포막 안에 있고 결코 이삭을 만들거나 가지나 잎의 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7. 뿌리줄기에 주로 털이 있고 비늘조각은 거의 없고 있어도 약간 있고 단순한 모앙이며. 포자는 대부분 삼지형이다.
8. 포지낭의 환대는 흔적적이고 포자엽과 영앙엽이 따로 있다. 

고비과 Osmundaceae
8. 포자낭의 환대는 뚜렷하고 포자엽과 영앙엽이 함께 있다.

9. 잎몸은 얇아 막질이고 투명하고 발달된 기공 또는 표피가 없다.
처녀이끼과 Hymenophyllaceae

9. 잎몸은 두껍고 초질. 종이질이며. 뚜렷하게 발달된 기공과표띠가 있다.
10. 잎자루는 차상분지를 하며 가지 끝에 새싹이 나온다. 

풀고사리과 Gleicheniaceae
10. 잎자루는 치싱분지하지 않으며 가지 끝에 주아가 없다.

11. 덩굴성이고 환대가 위에 있다.
실고사리과 Lygodiaceae

11 덩굴성이 아니고 환대는 사선. 길이로 배열한다.
12. 포자는 소포자와 대포지를 강는다.

13. 잎은 4개의 소엽으로 되고 잎자루가 길게 있다.
네가래과 Marsileaceae

13. 잎은 3장 또는 2열로 배열되며. 잎자루가 거의 없다.
14. 뿌리가 없고. 잎은 3장씩 돌려나고 2장은 물 위에 떠 있다.

생이가래과 Saviniaceae
14. 뿌리가 있고 잎은 2열로 배열한다.

물개구리밥과 Azollaceae
12. 포자는동일하다.

15. 잎은 털과 비늘조각이 없다.
꿩고사리과 Plagiogyriaceae

15. 잎은 털 또는 비늘조각이 있거나 모두 있다.
16. 뿌리줄기는 원생중심주 간혹 관상중심주이다.

새깃고사리과 Lindsaeaceae
16. 뿌리줄기는 관상중심주 또는 망상중심주이다

17. 뿌리줄기는 털이 있거나 없고 비늘조각이 없다.
잔고사리과 Dennstadtiaceae

17. 뿌리줄기는 비늘조각이 있다.
18. 수생하고 한해살이 풀로 털이 없다.

물고사리과 Parkeriaceae
18. 지생하고 여러해살이풀로 뿌리줄기는 비늘조각에 덮힌다.

19. 잎은 1~3회 우상으로 갈라지고 잎자루가 길게 있고 잎맥은 유리맥 또는 유리맥과 그물맥을
함께 갖는다.

20. 우편은 난상 피침형, 피침형, 선상 피침형이고, 포자낭군은 가장자리 또는 소맥을 따라 길
게 달리며, 가장자리가 접혀서 포자낭군을 덮는다. 

봉의꼬리과 Pteridacea
20. 우펀은 원형. 타원형 반딜모양이고, 포자닝군은 잎가장자리가 접힌 위포막의 뒷면에 붙는

다.
공작고사리과 Adiantaceae

19. 잎은 단엽이고 잎자루가 거의 없고 잎맥은 그물맥만 있다.
일엽아재비과 Vittariaceae

7.뿌리줄기에 주로 비늘조각은 거의 밀집하고 흔히 가장자리가 째져 길게 털모앙 또는 짧은 돌기 모앙이거나 밋밋
하며. 포자는 대부분 단지형이다.

21. 뿌리줄기의 비늘조각의 세포벽은 두겁고 가장자리는 맛맛하고 잃은 세포로무색투명하며, 포자의 표먼무늬
는 쇄상이다.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21. 뿌리줄기의 비늘조각의 세포벽은 앓고, 대부분 가장자리에 털이나 돌기가 있으며, 유색이며, 포자의 표면무

늬는 흔히 과립상, 미립상, 간혹, 두상, 그물모앙이다.
22. 뿌리줄기의 비늘조각의 세포는 격자상 무늬가 없고 막질이며, 기부가 좁게 들러붙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

나 털이 있다.
23. 잎은 흔히 털이 많거나 없으며, 흔히 잃은 초질이고 또는 종이질이다.

24. 포자낭군과포막은 소맥의 위나 끝에 붙고 포막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거나 가운데가 터진다.
25. 잎몸은 영앙엽과모자엽의 모앙이 같다.

26. 포막은 난형, 난상 띠침형, 원형, 둥근 신E병, 또는 없으며 포막은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 터진다.
27. 잎에 털이 없으며, 포막은 난형, 난상피침형, 원형이고 샘털이 없다.

한들고사리과 Cystopteridaceae
27. 잎에 침상의 털이 밀집해 있고 포막은 둥근 신ε병으로 흔히 털이나 생털이 있고 간혹 포막이 없다.

처녀고사리과 Thelypteridaceae
26. 포막은 공모앙으로 포자닝군 아래에서 위로 감싸며, 위로 터진다.

우드풀과 Woodsiaceae
25. 잎몸은 영양엽과 포자엽의 모양이 다르다.

야산고비과 Onocleaceae
24. 포지낭군과 포막은 중록의 앙쩔u 일렬로 붙고 포막은 중륵을 향해 터진다. 

새깃아재비과 Blechnaceae
23. 잎은 흔히 비늘조각이 전체에 밀생하고 흔히 종이질이고 또는 초질, 가죽질이다

28. 포막은 다앙하여 갈고리형, 선형, 말굽형. J자형 또는 없다.
개고사리과 Athyriaceae

28. 포막은 방패형, 신장형, 둥근 신장형이다.
29. 털과 털같이 보이는 좁은 선형의 비늘조각이 잎 전체에 퍼져 있다.

금털고사리과 Hypodematiaceae
29. 털은 거의 없고, 피침형의 비늘조각이 잎 전체에 퍼져 있다.

30. 잎몸은 대개 3~4회 우상으로 갈라지고 잎맥은 대개 유리맥이다.
관중과 Dryopteridaceae

30. 잎몸은 단엽에서 1~4회 우상으로 다앙하며, 잎맥은 유리맥. 망상맥, 망상맥 안에 유리맥이 있다.
미늘창고사리과 Tectariaceae

22. 뿌리줄기의 비늘조각은 격자상무늬가 있고 두꺼운 재질이며, 기부가 넓어 방패상으로 들러붙고, 가장자리
는 돌기나 털이 있다.

31. 포막은 주머니 모앙 또는 둥근모앙이고 잎맥은 유리맥이다.
32. 뿌리줄기는 길고 잎이 드문드문 나며, 대부분 관절로 이어지고, 잎몸은 2~4회 우상으로 갈라지고, 넓은

타원상 피침형이고 포막은 주머니모앙이다. 
넉줄고사리과 Davalliaceae

32. 뿌리줄기는 짧고 잎이 모여나며 대부분 관절로 없고 잎몸은 1회우상으로 갈라지고. 선상 피침형이고 포
막은 둥근신장형이다. 

줄고사리과 Nephrolepidaceae
31. 포막은 없고 잎맥은 그물맥으로 안에 유리맥을 갖는다.

고란초과 Polypodiace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