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심피, 상위자방
-배주가 심피의 양쪽 면에 교대로 달림
-변연태좌
-꽃은 완전화 (콩아과: 접형화관)
-잎은 대생, 복엽
-과실은 협과
-뿌리혹 형성

콩과

네이버 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1804&cid=62861&categoryId=62861



Diverse fruits of Fabaceae



미모사아과 세잘피노아과 콩아과

방사상칭 좌우대칭
(방사상칭에 가까움)

좌우대칭



미모사아과

- 방사상칭
- 수술 10개 또는 매우많음
종종 tube 형성

- 배유 없음
- 종자에 U자형 홈
- 뿌리혹 있음
- 2회우상복엽
- pulvinus











콩아과

- 좌우대칭, 접형화관
(기판, 익판 용골판)

- 수술 10개 (9+1; 이체웅예)
- 뿌리혹 있음
- 대부분 우상복엽



Banner: 기판

Wing: 익판

Keel: 용골판



Endemic genus in Korea





Lespedeza thunbergii var. intermedia (Nak.)T
.Lee 이0869 풀싸리
Lespedeza thunbergii for. alba T.Lee 이0869.1 흰풀싸리
Lespedeza thunbergii for. retusa T.Lee 이0869.2 부채싸리
Lespedeza X chiisanensis T.Lee 이0870 지리산싸리
Lespedeza X robusta Nakai 이0871 고양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 이0872 조록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for. tricolor Nak. 이0872.1 삼색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for. albiflora Uyeki 이0872.2 흰조록싸리
Lespedeza angustifolioides T.Lee 이0872.3 늦싸리
Lespedeza X maritima Nakai 이0873 해변싸리
Lespedeza X tomentella Nakai 이0874 털조록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이0875 참싸리
Lespedeza cyrtobotrya for. semialba T.Lee 이0875.1 흰참싸리
Lespedeza cyrtobotrya for. alba T.Lee 이0875.2 선녀싸리
Lespedeza cyrtobotrya var. longifolia Nak. 이0875.3 긴잎참싸리
Lespedeza X patentibicolor T.Lee 이0876 진도싸리
Lespedeza X nakaii T.Lee 이0877 꽃참싸리
Lespedeza bicolor Turcz. 이0878 싸리
Lespedeza bicolor for. alba Ohwi 이0878.1 흰싸리
Lespedeza bicolor var. sericea Nak. 이0878.2 털싸리
Lespedeza bicolor var. melanantha T.Lee 이0878.3 쇠싸리
Lespedeza X schindleri T.Lee 이0879 잡싸리
Lespedeza pilosa (Thunb.)S.et Z. 이0880 괭이싸리
Lespedeza pilosa var. pedunculata T.Lee 이0880.1 긴괭이싸리
Lespedeza pilosa var. patentihirta T.Lee 이0880.2 땅괭이싸리
Lespedeza X intermixta Makino 이0881 넌출비수리
Lespedeza X macrovirgata Kitagawa 이0882 왕좀싸리
Lespedeza virgata (Thunb.)DC. 이0883 좀싸리
Lespedeza tomentosa Sieb. 이0884 개싸리
Lespedeza X divaricata (Nak.)T.Lee 이0885 청비수리
Lespedeza daurica Schindl. 이0886 호비수리
Lespedeza juncea var. inschanica Maxim. 이0887 땅비수리
Lespedeza juncea var. subsericea Kom. 이0887.1 개파리채
Lespedeza juncea var. umbrosa T.Lee 이0887.2 털파리채
Lespedeza cuneata G.Don 이0888 비수리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is K.Koch 이0904 살갈퀴
Vicia angustifolia var. minor (Bertol.)Ohwi 이0905 가는갈퀴
Vicia sepium L. 이0906 구주갈퀴덩굴
Vicia tetrasperma Schreb. 이0907 얼치기완두
Vicia hirsuta S.F.Gray 이0908 새완두
Vicia tenuifolia Roth 이0909 가는등갈퀴
Vicia villosa Roth 이0910 베치
Vicia japonica A.Gray 이0911 넓은잎갈퀴
Vicia japonica for. alba T.Lee 이0911.1 흰넓은잎갈퀴
Vicia amurensis Oettingen 이0912 벌완두
Vicia amoena Fisch. 이0913 갈퀴나물
Vicia cracca L. 이0914 등갈퀴나물
Vicia bungei Ohwi 이0915 들완두
Vicia pseudoorobus Fisch.et Meyer 이0916 큰등갈퀴
Vicia faba for. anacarpa Mak. 이0917 잠두
Vicia nipponica Matsumura 이0918 네잎갈퀴나물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이0919 광릉갈퀴
Vicia venosissima Nakai 이0920 노랑갈퀴
Vicia unijuga A.Br. 이0921 나비나물
Vicia unijuga var. ouensanensis Lev. 이0921.1 큰나비나물
Vicia unijuga var. kausanensis Lev. 이0921.2 애기나비나물
Vicia unijuga for. angustifolia Nakai 이0922 긴잎나비나물
Vicia unijuga var. venusta Nak. 이0922.1 광양나비나물
Vicia venosa Maxim. 이0923 연리갈퀴
Vicia angustipinnata Nakai 이0924 가는갈퀴나물
Vicia hirticalycina Nakai 이0925 나래완두







This taxon is NOT genus Acacia







세잘피노아과

- 좌우대칭
- 악통존재
- 수술 10개 (대부분 이생)
- 약은 대부분 공개
- 종자에 o자형 홈이 있음
- 뿌리혹 없음



Andrea Cesalpino
• Italian botanist

• Followed Aristotelian reasoning and logic

• De plantis libri : 1,500 sp.

• Downward classification by logical 
division
 recognize trees (관목), shrubs (아관목), 

herbs (초본) first then subdivide into 
subordinate sets of subclasses defined 
by single characters

• Recognized 32 groups of plants

• 후세의 Tournefort, Linnaeus, 등에
큰 영향을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