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장. 나자식물의 관찰 (II)

 실험제목  나자식물의 특징 관찰 및 분류 II

 실험재료
 낙우송, 젓나무, 잎갈나무, 섬잣나무, 리기다, 방크스소나무, 소나무,   

 곰솔, 서양측백, 화백, 향나무, 주목

 실 험 원 리  

 및 방법

 실험원리: 나자식물은 나출된 씨를 형성한다는 특징만으로 묶기는 했

으나, 아주 이질적이어서 계통상으로 보면 다계원적 기원을 가진 분류

군으로 볼 수 있다. 나자식물은 고생대의 데본기 후기부터 퍼져 나갔

으며, 구과류에 속하는 각 과의 화석이 중생대 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지나간 지질시대에 다양한 종이 분포했을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나자식물은 대략 9-11과 60속 500여 종이 속한다. 본 실험

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나자식물을 분류하고 그 특징

을 이해하도록 한다.  

 방법: 각종 나자식물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스케치한 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기입한다

  보 고 서   

 작성방법

실험재료의 식물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스케치하고 분류한 후 특징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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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Pinus thunbergii Parlatore

곰솔 Pinus thunbergii Parlator

a. 꽃이 있는 소지의 일종. b. 잎. c. 웅예, d. e는 웅예의 내외면, f. 자화, g,h는 자화의 내외면, i. 당년(當年)

의 구과실. j. 전년의 구과. k,l은 과엽의 내외면. m. 종자

1) 재료

소나무과 Pinaceae에 속하며,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곰솔(해송)이

적당하고 혹은 기타 종류를 사용해도 대동소이하다.

2) 줄기와 가지의 형태

가지에는 장지와 단지와의 별이 있다. 장지는 즉 보통의 가지로 단지 혁질의 인편 등만

이 있고 그 엽액에 아주 위축한 단지가 존재한다. 그 단지에 묶음으로 된 2침엽이 나온

다. 단지에는 먼저 하엽이 나온다. 이 하엽은 다음 기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가 잇는데 길

고 얇은 막질로서 초상으로 유착하고 복와상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후에 나오는 것이

2맥의 침엽이다.

3) 잎

잎은 침상으로 2매씩 묶음으로 되고 20여개의 갈색 인편상의 하엽으로 이루어져 있는

엽초에 기부가 연결되어 단지상에 나온다. 2기의 잎사이에는 생장점이 산재하고 있다. 선

단은 뾰족하고 단면은 반원형, Lupe로 보면 엽연에 세치아가 있다. 단면을 보면 엽육중에

3개의 수지도가 있다. 농녹색이고 수년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일시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소위 상록이다. 하엽이 유착하여 된 초는 유엽을 싸고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 꽃

자웅동주(1가성) 이다. 대적회백색의 어린 가지가 전년의 가지 끝에 생기고, 그 기부에



수개의 웅화가 수상으로 군생하고 선단부에는 적자색의 자화가 2~3개 생긴다. 한 개의

웅화를 보면 장타원상의 수상을 하고 인편상의 다수의 웅예가 나선상으로 집합되어 있

다. 기부에는 수매의 인피가 있다. 각 편의 외측에는 2개의 약실이 좌우에 있고 피자식물

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화사는 없다. 약실은 성숙하면 종렬(縱裂)하여 다수의 화분을

낸다. 화분에는 익상(翼狀)의 부속물(기낭)이 붙어있다. 소위 풍매화의 일종이다.

자예는 소위 송구(松毬)의 어린 것이다. 많은 심피(자성실엽)가 웅예와 마찬가지로 나선

상으로 겹친 그대로 자방을 만들지 않는다. 각 심피(과엽) carpel는 상호 떨어진 실린(實

鱗)과 피린(被鱗)으로 되어 있고, 실린상면(實鱗上面)에 난공(卵孔)이 하방으로 향한 2개

의 난자가 붙어 있다. 즉 심피는 자방을 만들지 않으므로 난자는 심피에 얹힌채 나출(裸

出)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식물군을 나자식물이라한다. 난자에는 1매의 난막이 있다.

난자가 수정하여 종자로 됨에 따라 심피도 생장목화(生長木化)하여 비대한 송구(松毬)를

형성하게된다. 송구(松毬)는 즉 자화가 성숙생장한 것이고 이것을 구과 strobilus라 하기

도 한다. 구과는 단경(短梗)을 가지고 난형 또는 난산원추체를 하고 익년 가을에야 완전

히 성숙하여 편편(片片)이 잘 열개 된다. 그때 인편을 들여다보면 날개가 붙은 능상타원

형(菱狀橢圓形)의 종자가 2개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날개는 종자의 길이의 3배가량

되며 산포(散布)에 필요한 것이지만 또 쉽게 종자로부터 이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