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4]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제12조 관련)

1.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2,101종)
가. 관속식물(1,855종)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var. sieboldiana Makino 왕가래나무
가래나무과 Juglans regia Dode 호두나무
가지과 Capsicum annuum L. 고추
가지과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가지과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토마토
가지과 Nicotiana tabacum L. 담배
가지과 Petunia hybrida Vilm. 페튜니아
가지과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 Hort. 꽈리
가지과 Physalis angulata L. 땅꽈리
가지과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가지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가지과 Solanum melongena L. 가지
가지과 Solanum tuberosum L. 감자
가지과 Tubocapsicum anomalum (Franch. & Sav.) Makino 알꽈리
갈매나무과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망개나무
갈매나무과 Berchemia racemosa Siebold & Zucc. 청사조
갈매나무과 Berchemia racemosa var. magna Makino 먹넌출
갈매나무과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갈매나무과 Paliurus ramosissimus (Lour.) Poir. 갯대추나무
갈매나무과 Rhamnus davurica Pall. 갈매나무
갈매나무과 Rhamnus shozyoensis Nakai 연밥갈매나무
갈매나무과 Rhamnus taquetii (H.Lév.) H.Lév. 좀갈매나무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갈매나무과 Zizyphus jujuba Mill. 묏대추나무
갈매나무과 Zizyphus jujuba var. hoonensis (T.H.Chung) T.B.Lee 보은대추나무
갈매나무과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대추나무
갈매나무과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감탕나무과 Ilex cornuta Lindl. & Paxton 호랑가시나무
감탕나무과 Ilex integra Thunb. 감탕나무
감탕나무과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감탕나무과 Ilex serrata Thunb. 낙상홍
개비자나무과 Cephalotaxus koreana Nakai 개비자나무
거머리말과 Zostera geojeensis H.C.Shin, H.K.Choi & Y.S.Oh 좀마디거머리말
고란초과 Colysis elliptica (Thunb.) Ching 손고비
고란초과 Colysis wrightii (Hk.) Ching 밤잎고사리
고란초과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고란초
고란초과 Crypsinus veitchii (Bak.) Copel. 층층고란초
고란초과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콩짜개덩굴
고란초과 Loxogramme grammitoides (Bak.) C.Chr. 주걱일엽
고란초과 Loxogramme salicifolia (Makino) Makino 버들일엽
고란초과 Loxogramme saziran Tagawa ex Price 숟갈일엽
고란초과 Microsorium superficiale (Blume) Ching 창일엽
고란초과 Neocheiropteris ensata (Thunb.) Ching 밤일엽
고란초과 Polypodium fauriei Christ 나사미역고사리
고란초과 Polypodium vulgare L. 미역고사리
고란초과 Pyrrosia hastata (Thunb.exHoutt.) Ching 세뿔석위
고란초과 Pyrrosia lingua (Thunb.) Farwell 석위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고사리삼과 Botrychium virginianum (L.) Sw. 늦고사리삼
고사리삼과 Mankyua chejuense B.Y.Sun,M.H.Kim&C.H.Kim 제주고사리삼
고사리삼과 Ophioglossum pendulum L. 다시마고사리삼
고사리삼과 Ophioglossum thermale Komarov 좀나도고사리삼
고사리삼과 Ophioglossum vulgatum L. 나도고사리삼
고추나무과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말오줌때
곡정초과 Eriocaulon glaberrimum var. platypetalum (Satake) Satake 제주검정곡정초
곡정초과 Eriocaulon latipetalum Y.C.Oh & C.S.Heo 넓은꽃잎개수염
곡정초과 Eriocaulon tenuissimum Nakai 가는개수염
골풀과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골풀과 Juncus gracillimus (Buchenau) Krecz. & Gontsch. 물골풀
골풀과 Juncus hallasanensis T.H.Chung 한라골풀
골풀과 Juncus ounsanensis T.H.Chung 솔비녀골풀
골풀과 Luzula sudetica var. nipponica Satake 두메꿩의밥
공작고사리과 Adiantum coreanum Tagawa 고려공작고사리
공작고사리과 Adiantum monochlamys D.C.Eaton 섬공작고사리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공작고사리과 Adiantum pedatum L. 공작고사리
공작고사리과 Cel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
공작고사리과 Cheilanthes fordii Bak. 개부싯깃고사리
공작고사리과 Cheilanthes kuhnii Milde 산부싯깃고사리
공작고사리과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고비고사리
괭이밥과 Oxalis acetosella L. 애기괭이밥
괭이밥과 Oxalis acetosella var. purpurascens Mart. 자주애기괭이밥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국화과 Achillea alpina L. 톱풀
국화과 Achillea alpina subsp. rhodoptarmica (Nakai) Kitam. 붉은톱풀
국화과 Achillea alpina var. discoidea (Regel) Kitam. 산톱풀
국화과 Achillea millefolium L. 서양톱풀
국화과 Achillea ptarmica var. acuminata (Ledeb.) Heim 큰톱풀
국화과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국화과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국화과 Anaphalis sinica Hance 다북떡쑥
국화과 Anaphalis sinica var. morii (Nakai) Ohwi 구름떡쑥
국화과 Arctium lappa L. 우엉
국화과 Artemisia annua L. 개똥쑥
국화과 Artemisia apiacea Hance ex Walp. 개사철쑥
국화과 Artemisia argyi H.Lév. & Vaniot 황해쑥
국화과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
국화과 Artemisia feddei H.Lév. & Vaniot 뺑쑥
국화과 Artemisia gmelini Weber ex Stechm. 더위지기
국화과 Artemisia japonica Thunb. 제비쑥
국화과 Artemisia japonica var. hallaisanensis (Nakai) Kitam. 섬쑥
국화과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국화과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국화과 Artemisia selengensis Turcz. ex Besser 물쑥
국화과 Artemisia sieversiana Ehrh. ex Willd. 산흰쑥
국화과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국화과 Artemisia sylvatica Maxim. 그늘쑥
국화과 Artemisia viridissima (Kom.) Pamp. 외잎쑥
국화과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국화과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Kitam. 단양쑥부쟁이
국화과 Aster chezuensis (Kitam.) Nakai 제주국화
국화과 Aster fastigiatus Fisch. 옹굿나물
국화과 Aster hayatae H.Lév & Vaniot 눈개쑥부쟁이
국화과 Aster incisus Fisch. 가새쑥부쟁이
국화과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국화과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국화과 Aster pekinensis (Hance) Chen 가는쑥부쟁이
국화과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국화과 Aster scaber Thunb. 참취
국화과 Aster sphathulifolius Maxim. 해국
국화과 Aster tataricus L.f. 개미취
국화과 Aster tripolium L. 갯개미취
국화과 Aster yomena (Kitam.) Honda 쑥부쟁이
국화과 Atractylodes koreana (Nakai) Kitam. 당삽주
국화과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국화과 Bellis perennis L. 데이지
국화과 Calendula arvensis L. 금잔화
국화과 Callistephus chinensis (L.) Nees 과꽃
국화과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국화과 Carpesium divaricatum Siebold & Zucc. 긴담배풀
국화과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여우오줌
국화과 Carpesium rosulatum Miq. 애기담배풀
국화과 Carthamus tinctorius L. 잇꽃
국화과 Chrysanthemum coronarium L. 쑥갓
국화과 Cichorium endivia L. 꽃상추
국화과 Cirsium chanroenicum Nakai 정영엉겅퀴
국화과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국화과 Cirsium japonicum var. spinosissimum Kitam. 가시엉겅퀴
국화과 Cirsium lineare (Thunb.) Sch.-Bip. 버들잎엉겅퀴
국화과 Cirsium nipponicum (Maxim.) Makino 물엉겅퀴
국화과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큰엉겅퀴
국화과 Cirsium rhinoceros (H.Lév. & Vaniot) Nakai 바늘엉겅퀴
국화과 Cirsium setidens var. niveo-araneum Kitam. 흰잎고려엉겅퀴
국화과 Cirsium toraiense Nakai ex Kitam. 동래엉겅퀴
국화과 Cirsium vlassovianum var. album Nakai 민흰잎엉겅퀴
국화과 Cirsium zenii Nakai 점봉산엉겅퀴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국화과 Crepidiastrixeris denticulatoplatyphylla (Makino) Kitam. 홍도고들빼기
국화과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J.H.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국화과 Crepidiastrum koidzumianum (Kitam.) Pak & Kawano 지리고들빼기
국화과 Crepidiastrum lanceolatum (Houtt.) Nakai 갯고들빼기
국화과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국화과 Dahlia pinnata Cav. 다알리아
국화과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국화과 Dendranthema coreanum (H.Lév. & Vaniot) Vorosch. 한라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indicum f. albescens (Makino) T.B.Lee 흰감국
국화과 Dendranthema sichotense Tzvelev 바위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sinchangense (Uyeki) Y.M.Lee & H.J.Choi, comb. nov. 신창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g. 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ucidum (Nakai) J.H.Park 울릉국화
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var. tenuisectum Kitag. 포천구절초
국화과 Echinops latifolius Tausch 큰절굿대
국화과 Echinops setifer Iljin 절굿대
국화과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국화과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국화과 Eupatorium makinoi var. oppositifolium (Koidz.) Kawahara & Yahara 벌등골나물
국화과 Farfugium japonicum (L.) Kitam. 털머위
국화과 Gnaphalium hypoleucum DC. 금떡쑥
국화과 Gnaphalium japonicum Thunb. 풀솜나물
국화과 Helianthus annuus L. 해바라기
국화과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국화과 Hololeion maximowiczii Kitam. 께묵
국화과 Hololeion maximowiczii var. fauriei (H.Lév. & Vaniot) Kitam. 좀께묵
국화과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Thunb.) Franch. & Sav. 금불초
국화과 Inula salicina var. asiatica Kitam. 버들금불초
국화과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씀바귀
국화과 Ixeridium dentatum f. albiflora (Makino) H.Hara 흰씀바귀
국화과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국화과 Ixeris chinensis subsp. versicolor (Fisch.) Kitam. 가새씀바귀
국화과 Ixeris chinodebilis Kitam. 함흥씀바귀
국화과 Ixeris debilis (Thunb.) A.Gray 벋음씀바귀
국화과 Ixeris polycephala Cass. 벌씀바귀
국화과 Ixeris repens (L.) A.Gray 갯씀바귀
국화과 Ixeris stolonifera A.Gray 좀씀바귀
국화과 Ixeris strigosa (H.Lév. & Vaniot) J.H.Pak & Kawano 선씀바귀
국화과 Ixeris tamagawaensis (Makino) Kitam. 냇씀바귀
국화과 Lactuca hallaisanensis H.Lév. 한라고들빼기
국화과 Lactuca indica f. indivisa (Makino) Hara 가는잎왕고들빼기
국화과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국화과 Lactuca indica var. dracoglossa Kitam. 용설채
국화과 Lactuca raddeana Maxim. 산씀바귀
국화과 Lactuca sativa L. 상추
국화과 Lactuca triangulata Maxim. 두메고들빼기
국화과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국화과 Leontopodium coreanum Nakai 솜다리
국화과 Leontopodium hallaisanense Hand.-Mazz. 한라솜다리
국화과 Leontopodium japonicum Miq. 왜솜다리
국화과 Leontopodium leiolepis Nakai 산솜다리
국화과 Leucanthemella linearis (Matsum.) Tzvelev 키큰산국
국화과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국화과 Ligularia fischeri var. spiciformis Nakai 한대리곰취
국화과 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곤달비
국화과 Ligularia taquetii (H.Lév. & Vaniot) Nakai 갯취
국화과 Parasenecio adenostyloides (Franch.&Sav.ex Maxim.) H.Koyama 게박쥐나물
국화과 Parasenecio auriculatus (DC.) H.Koyama 귀박쥐나물
국화과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us (Maxim.) H.Koyama 나래박쥐나물
국화과 Parasenecio auriculatus var. matsumuranus Nakai 박쥐나물
국화과 Parasenecio firmus (Kom.) Y.L.Chen 병풍쌈
국화과 Parasenecio hastatus subsp. orientalis (Kitam.) H.Koyama 민박쥐나물
국화과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Nakai) B.U.Oh 어리병풍
국화과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국화과 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왕씀배
국화과 Rhaponticum uniflorum (L.) DC. 뻐꾹채
국화과 Saussurea calcicola Nakai 사창분취
국화과 Saussurea chabyoungsanica H.T.Im 자병취
국화과 Saussurea conandrifolia Nakai 담배취
국화과 Saussurea diamantica Nakai 금강분취
국화과 Saussurea eriophylla Nakai 솜분취
국화과 Saussurea grandifolia Maxim. 서덜취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국화과 Saussurea koidzumiana Kitam. 경성서덜취
국화과 Saussurea macrolepis (Nakai) Kitam. 각시서덜취
국화과 Saussurea manshurica var. pinnatifida Nakai 깃덤불취
국화과 Saussurea myokoensis Kitam. 묘향분취
국화과 Saussurea polylepis Nakai 홍도서덜취
국화과 Saussurea pseudogracilis Kitam. 가야산은분취
국화과 Saussurea pulchella (Fisch.) Fisch. 각시취
국화과 Saussurea rectinervis Nakai 백설취
국화과 Saussurea rorinsanensis Nakai 털분취
국화과 Saussurea seoulensis Nakai 분취
국화과 Saussurea tanakae Franch. & Sav. ex Maxim. 당분취
국화과 Saussurea uchiyamana Nakai 그늘취
국화과 Saussurea umbrosa var. herbicola Nakai 긴산취
국화과 Scorzonera albicaulis Bunge 쇠채
국화과 Scorzonera austriaca subsp. glabra (Rupr.) Lipsch. & Krasch. ex Lipsch. 멱쇠채
국화과 Senecio argunensis Turcz. 쑥방망이
국화과 Senecio birubonensis Kitam. 금강솜방망이
국화과 Senecio nemorensis L. 금방망이
국화과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Iljin) Kitam. 산비장이
국화과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진득찰
국화과 Sigesbeckia orientalis L. 제주진득찰
국화과 Sinosenecio koreanus (Kom.) B.Nord. 국화방망이
국화과 Solidago altissima L. 양미역취
국화과 Solidago serotina Aiton 미국미역취
국화과 Solidago virgaurea subsp. gigantea (Nakai) Kitam. 울릉미역취
국화과 Syneilesis aconitifolia (Bunge) Maxim. 애기우산나물
국화과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국화과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국화과 Synurus deltoides var. inciso-lobata (DC.) Kitam. 가새수리취
국화과 Synurus excelsus (Makino) Kitam. 큰수리취
국화과 Synurus palmatopinnatifidus (Makino) Kitam. 국화수리취
국화과 Tanacetum cinerariifolium (Trev.) Sch.Bip. 제충국
국화과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국화과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국화과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민들레
국화과 Tephroseris flammea (Turcz.) Holub 산솜방망이
국화과 Tephroseris phaeantha (Nakai) C.Jeffrey & Y.L.Chen 바위솜나물
국화과 Wedelia chinensis (Osbeck) Merr. 긴갯금불초
국화과 Wedelia prostrata Hemsl. 갯금불초
국화과 Zinnia violacea Cav. 백일홍
꼬리겨우살이과 Korthalsella japonica (Thunb.) Engl. 동백나무겨우살이
꼬리겨우살이과 Loranthus tanakae Franch. & Sav. 꼬리겨우살이
꼬리겨우살이과 Taxillus yadoriki (Siebold ex Maxim.) Danser 참나무겨우살이
꼬리겨우살이과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겨우살이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antiquum Makino 파초일엽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normale D.Don 깃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oligophlebium Bak. 개차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ruprechtii Kurata 거미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scolopendrium L. 골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tenerum G.Forst. 선녀고사리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wrightii D.C.Earon ex Hk. 눈썹고사리
꼬리고사리과 Hymenasplenium hondoense (Murakami & Hatanaka) Nakaike 지느러미고사리
꼭두서니과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꼭두서니과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꼭두서니과 Galium boreale L. 긴잎갈퀴
꼭두서니과 Galium boreale var. koreanum Nakai 털긴잎갈퀴
꼭두서니과 Galium koreanum (Nakai) Nakai 참갈퀴덩굴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
꼭두서니과 Galium verum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꼭두서니과 Hedyotis diffusa Willd. 백운풀
꼭두서니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꼭두서니과 Rubia pubescens Nakai 우단꼭두서니
꿀풀과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꿀풀과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꿀풀과 Ajuga spectabilis Nakai 자란초
꿀풀과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Kudô) Hara 층층이꽃
꿀풀과 Clinopodium gracile var. multicaule (Maxim.) Ohwi 탑꽃
꿀풀과 Clinopodium micranthum (Regel) Hara 두메층층이
꿀풀과 Dracocephalum argunense Fisch. ex Link 용머리
꿀풀과 Dracocephalum rupestre Hance 벌깨풀
꿀풀과 Dysophylla yatabeana Makino 전주물꼬리풀
꿀풀과 Elsholtzia angustifolia (Loes.) Kitag. 가는잎향유
꿀풀과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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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풀과 Elsholtzia minima Nakai 좀향유
꿀풀과 Elsholtzia splendens Nakai 꽃향유
꿀풀과 Isodon inflexus (Thunb.) Kudô 산박하
꿀풀과 Isodon inflexus var. microphyllus Kudô 영도산박하
꿀풀과 Isodon japonicus (Burm.) Hara 방아풀
꿀풀과 Lamium cuspidatum Nakai 호광대수염
꿀풀과 Lamium takesimense Nakai 섬광대수염
꿀풀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꿀풀과 Leonurus macranthus Maxim. 송장풀
꿀풀과 Lycopus lucidus Turcz. 쉽싸리
꿀풀과 Mentha arvensis var. barbata (Nakai) W.T.Lee 털박하
꿀풀과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ex Holmes 박하
꿀풀과 Mosla chinensis Maxim. 가는잎산들깨
꿀풀과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쥐깨풀
꿀풀과 Mosla japonica (Benth.) Maxim. 산들깨
꿀풀과 Mosla japonica var. thymolifera (Makino) Kitam. 섬쥐깨풀
꿀풀과 Nepeta cataria L. 개박하
꿀풀과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crispa (Thunb.) W. Deane 청소엽
꿀풀과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 들깨
꿀풀과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꿀풀과 Prunella vulgaris f. albiflora Nakai 흰꿀풀
꿀풀과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꿀풀과 Salvia chanryoenica Nakai 참배암차즈기
꿀풀과 Salvia japonica Thunb. 둥근배암차즈기
꿀풀과 Salvia miltiorrhiza Bunge 단삼
꿀풀과 Salvia plebeia R.Br. 배암차즈기
꿀풀과 Scutellaria asperiflora Nakai 다발골무꽃
꿀풀과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황금
꿀풀과 Scutellaria insignis Nakai 광릉골무꽃
꿀풀과 Stachys japonica Miq. 석잠풀
꿀풀과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꿀풀과 Teucrium veronicoides Maxim. 곽향
꿀풀과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백리향
꿀풀과 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Hara 섬백리향
꿩고사리과 Plagiogyria euphlebia (Kunze) Mett. 꿩고사리
꿩고사리과 Plagiogyria japonica Nakai 섬꿩고사리
끈끈이주걱과 Aldrovanda vesiculosa L. 벌레먹이말
끈끈이주걱과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나도밤나무과 Meliosma oldhamii Maxim. 합다리나무
나한송과 Podocarpus macrophyllus var. maki Endl. 나한송
낙우송과 Cryptomeria japonica (L.f.) D.Don 삼나무
난초과 Aerides japonicum Rchb.f. 나도풍란
난초과 Bletilla striata (Thunb.) Rchb.f. 자란
난초과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Okubo 콩짜개란
난초과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혹난초
난초과 Calanthe coreana Nakai 섬새우난초
난초과 Calanthe discolor f. sieboldii (Decne.) Ohwi 금새우난초
난초과 Calanthe discolor Lindl. 새우난초
난초과 Calanthe reflexa Maxim. 여름새우난초
난초과 Cephalanthera erecta var. subaphylla (Miyabe & Kudô) Ohwi 꼬마은난초
난초과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금난초
난초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난초과 Cremastra variabilis (Blume) Nakai 약난초
난초과 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보춘화
난초과 Cymbidium kanran Makino 한란
난초과 Cymbidium lancifolium Hook. 죽백란
난초과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대흥란
난초과 Cypripedium guttatum var. koreanum Nakai 털복주머니란
난초과 Cypripedium japonicum Thunb. 광릉요강꽃
난초과 Cypripedium macranthon Sw. 복주머니란
난초과 Dendrobium moniliforme (L.) Sw. 석곡
난초과 Epipactis papillosa Franch. & Sav. 청닭의난초
난초과 Epipactis puzenensis T.H.Chung 부전란
난초과 Gastrodia elata Blume 천마
난초과 Goodyera repens (L.) R.Br. 애기사철란
난초과 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f. 사철란
난초과 Gymnadenia camtschatica (Cham.) Miyabe & Kudô 주름제비란
난초과 Gymnadenia cucullata (L.) Rich. 구름병아리난초
난초과 Gymnadenia cucullata var. variegata Y.N.Lee 점박이구름병아리난초
난초과 Habenaria cruciformis Ohwi 개잠자리난초
난초과 Habenaria flagellifera (Maxim.) Makino 방울난초
난초과 Habenaria radiata (Thunb.) Spreng. 해오라비난초
난초과 Herminium lanceum var. longicrure (C.Wright) Hara 씨눈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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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과 Herminium monorchis (L.) R.Br 나도씨눈란
난초과 Hetaeria sikokiana (Makino & F.Maek.) Tuyama 애기천마
난초과 Lecanorchis japonica Blume 무엽란
난초과 Liparis kumokiri F.Maek. 옥잠난초
난초과 Liparis nervosa (Thunb.) Lindl. 흑난초
난초과 Microstylis monophyllos (L.) Lindl. 이삭단엽란
난초과 Neofinetia falcata (Thunb.) Hu 풍란
난초과 Orchis cyclochila (Franch. & Sav.) Maxim. 나도제비란
난초과 Orchis joo-iokiana Makino 너도제비란
난초과 Oreorchis coreana Finet 두잎감자난초
난초과 Platanthera japonica (Thunb.) Lindl. 갈매기난초
난초과 Platanthera minor (Miq.) Rchb.f. 한라잠자리난
난초과 Pogonia minor (Makino) Makino 방울새란
난초과 Saccolabium japonicus Makino 탐라난
난초과 Saccolabium matsuran Makino 금자란
난초과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지네발란
난초과 Sarcochilus japonicus (Rchb.f.) Miq. 비자란
난초과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타래난초
난초과 Taeniophyllum glandulosum Blume 거미란
난초과 Vexillabium yakushimensis (Yamam.) F.Maek. 백운란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Moore ex Bak. 넉줄고사리
네가래과 Marsilea quadrifolia L. 네가래
노루발과 Monotropa hypopithys L. 구상난풀
노루발과 Monotropa uniflora L. 수정난풀
노루발과 Monotropastrum humile (D.Don) Hara 나도수정초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prunifolia Siebold & Zucc. 검은재나무
노박덩굴과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노박덩굴과 Celastrus orbiculatus var. sylvestris (Siebold) Nakai ex Mori 덤불노박덩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var. uncinatus Nakai 삼방회잎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chibai Makino 섬회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macropterus Rupr. 나래회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quelpaertensis Nakai 둥근잎참빗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trapococca Nakai 버들회나무
녹나무과 Cinnamomum camphora (L.) J.Presl 녹나무
녹나무과 Cinnamomum camphora var. cyclophyllum Nakai 둥근잎녹나무
녹나무과 Cinnamomum japonicum Siebold ex Nees 생달나무
녹나무과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녹나무과 Machilus japonica Siebold & Zucc. 센달나무
녹나무과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후박나무
녹나무과 Neolitsea aciculata (Blume) Koidz. 새덕이
녹나무과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참식나무
느릅나무과 Aphananthe aspera (Thunb.) Planch. 푸조나무
느릅나무과 Celtis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느릅나무과 Celtis cordifolia Nakai 장수팽나무
느릅나무과 Celtis edulis Nakai 노랑팽나무
느릅나무과 Ulmus × mesocarpa M.Y.Kim & S.T. Lee 중느릅나무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Planch. 당느릅나무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능소화과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능소화
능소화과 Catalpa ovata G.Don 개오동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var. rufinervis Nakai 녹다래
다래나무과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다래나무과 Actinidia ruf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섬다래
단풍나무과 Acer barbinerve Maxim. 청시닥나무
단풍나무과 Acer komarovii Pojark. 시닥나무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단풍나무과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단풍나무과 Acer rubrum 루브룸단풍나무
단풍나무과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단풍나무과 Acer tegmentosum Maxim. 산겨릅나무
단풍나무과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닭의장풀과 Pollia japonica Thunb. 나도생강
담팔수과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Thunb.) H.Hara 담팔수
대극과 Euphorbia esula L. 흰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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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과 Euphorbia fauriei H.Lév.&VaniotexH.Lév. 두메대극
대극과 Euphorbia helioscopia L. 등대풀
대극과 Euphorbia maculata L. 큰땅빈대
대극과 Euphorbia octoradiata H.Lév.&VaniotexH.Lév. 제주대극
대극과 Euphorbia pallasii Turcz. 낭독
대극과 Euphorbia pekinensis Rupr. 대극
대극과 Euphorbia pekinensis var. subulatifolius (Hurus.) T.B.Lee 목포대극
대극과 Euphorbia pulcherrima Willd. 포인세티아
대극과 Euphorbia sieboldiana Morren & Decne. 개감수
대극과 Glochidion chodoense J.S.Lee & H.T.Im 조도만두나무
대극과 Phyllanthus urinaria L. 여우구슬
대극과 Phyllanthus ussuriensis Rupr. & Maxim. 여우주머니
대극과 Ricinus communis L. 피마자
대극과 Sapium sebiferum (L.) Roxb. 조구나무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대극과 Vernicia fordii (Hemsl.) Airy Shaw 유동
돈나무과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돈나무
돌나물과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Ohba 꿩의비름
돌나물과 Hylotelephium telephium (L.) H.Ohba 자주꿩의비름
돌나물과 Hylotelephium ussuriense (Kom.) H.Ohba 둥근잎꿩의비름
돌나물과 Hylotelephium verticillatum (L.) H.Ohba 세잎꿩의비름
돌나물과 Hylotelephium viridescens (Nakai) H.Ohba 섬꿩의비름
돌나물과 Orostachys iwarenge (Makino) Hara 연화바위솔
돌나물과 Orostachys japonicus (Maxim.) A.Berger 바위솔
돌나물과 Orostachys saxatilis (Nakai) Nakai 모란바위솔
돌나물과 Rhodiola rosea L. 바위돌꽃
돌나물과 Sedum aizoon L. 가는기린초
돌나물과 Sedum aizoon var. latifolium Maxim. 큰기린초
돌나물과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돌나물과 Sedum latiovalifolium Y.N.Lee 태백기린초
돌나물과 Sedum middendorffianum Maxim. 애기기린초
돌나물과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돌나물과 Sedum takesimense Nakai 섬기린초
돌나물과 Sedum zokuriense Nakai 속리기린초
돌나물과 Tillaea aquatica L. 대구돌나물
두릅나무과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두릅나무과 Dendropanax morbiferum H.Lév. 황칠나무
두릅나무과 Eleutherococcus divaricatus var. chiisanensis (Nakai) C.H.Kim & B.Y.Sun 지리산오갈피
두릅나무과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가시오갈피
두릅나무과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Maxim.)S.Y.Hu 오갈피나무
두릅나무과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팔손이나무
두릅나무과 Hedera rhombea (Miq.) Bean 송악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두릅나무과 Oplopanax elatus (Nakai) Nakai 땃두릅나무
두릅나무과 Panax ginseng C.A.Mey. 인삼
두릅나무과 Tetrapanax papyriferus (Hook.) K.Koch 통탈목
두충과 Eucommia ulmoides Oliv. 두충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마과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마과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마과 Dioscorea quinqueloba Thunb. 단풍마
마과 Dioscorea tenuipes Franch. & Sav. 각시마
마디풀과 Aconogonon alpinum (All.) Schur 싱아
마디풀과 Aconogonon brachytrichum (Ohwi) Soják 털싱아
마디풀과 Aconogonon micranthum Nakai ex Mori 개싱아
마디풀과 Aconogonon microcarpum (Kitag.) H.Hara 참개싱아
마디풀과 Aconogonon mollifolium (Kitag.) H.Hara 얇은개싱아
마디풀과 Bistorta globispica Nakai 둥근범꼬리
마디풀과 Bistorta vivipara (L.) Gray 씨범꼬리
마디풀과 Fagopyrum esculentum Moench 메밀
마디풀과 Fallopia japonica (Houtt.) Ronse Decr. 호장근
마디풀과 Fallopia koreana B.U.Oh & J.G.Kim 삼도하수오
마디풀과 Fallopia multiflora (Thunb.) Haraldson 하수오
마디풀과 Persicaria amphibia (L.) S.F.Gray 물여뀌
마디풀과 Persicaria chinensis (L.) Nakai 덩굴모밀
마디풀과 Persicaria tinctoria H.Gross 쪽
마디풀과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마디풀과 Polygonum bellardii Alloni 큰옥매듭풀
마디풀과 Polygonum polyneuron Franch. & Sav. 이삭마디풀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마디풀과 Rheum coreanum Nakai 장군풀
마디풀과 Rheum rhabarbarum L. 대황
마디풀과 Rumex longifolius DC. 개대황
마름과 Trapa bicornis var. koreanus Y.H.Chung & H.K.Choi 유전마름
마전과 Gardneria insularis Nakai 영주치자
마전과 Mitrasacme alsinoides var. indica (Wight) Hara 벼룩아재비
마타리과 Patrinia rupestris (Pall.) Juss. 돌마타리
마타리과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금마타리
마타리과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ex Trevir. 마타리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마타리과 Valeriana dageletiana Nakai ex F.Maek. 넓은잎쥐오줌풀
마편초과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좀작살나무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마편초과 Caryopteris divaricata (Siebold & Zucc.) Maxim. 누린내풀
마편초과 Caryopteris incana (Thunb.) Miq. 층꽃나무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마편초과 Verbena officinalis L. 마편초
마편초과 Vitex negundo var. incisa (Lam.) C.B.Clarke 좀목형
마편초과 Vitex rotundifolia L.f. 순비기나무
매자나무과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Palib. 매자나무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var. angustifolia Nakai 좁은잎매자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var. ellipsoides Nakai 연밥매자나무
매자나무과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매자나무과 Epimedium koreanum Nakai 삼지구엽초
매자나무과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 Hook.f. ex Baker & S.Moore 깽깽이풀
매자나무과 Leontice microrrhyncha S.Moore 한계령풀
매자나무과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매화오리나무과 Clethra barbinervis Siebold & Zucc. 매화오리나무
멀구슬나무과 Cedrela sinensis Juss. 참죽나무
메꽃과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갯메꽃
메꽃과 Ipomoea batatas (L.) Lam. 고구마
면마과 Dryopteris amurensis (Milde) Christ 아물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austriaca var. subopposita H.Itô 금강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면마과 Dryopteris cycadina (Franch.&Sav.)C.Chr 톱지네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formosana (Christ) C.Chr. 꼬리족제비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laeta (Komarov) C.Chr. 바위틈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saxifraga H.Itô 바위족제비고사리
면마과 Dryopteris tokyoensis (Matsum.ex Makino) C.Chr 느리미고사리
면마과 Polystichum cyrtolepidotum Franch. 제주개관중
면마과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명아주과 Axyris koreana Nakai 털나도댑싸리
명아주과 Beta vulgaris L. subsp. Vulgaris 근대
명아주과 Chenopodium aristatum L. 바늘명아주
명아주과 Kochia scoparia (L.) Schrad. 댑싸리
목련과 Liriodendron tulipifera L. 튜울립나무
목련과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목련과 Magnolia grandiflora L. 태산목
목련과 Magnolia kobus DC. 목련
목련과 Magnolia liliflora Desr. 자목련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목련과 Michelia compressa (Maxim.) Sarg. 초령목
무환자나무과 Koelreuteria paniculata Laxmann 모감주나무
무환자나무과 Sapindus mukorossi Gaertner 무환자나무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물레나물과 Hypericum attenuatum Choisy 채고추나물
물레나물과 Hypericum attenuatum var. confertissium (Nakai) T.B.Lee 큰고추나물
물레나물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물레나물과 Hypericum oliganthum Franch. & Sav. 진주고추나물
물부추과 Isoetes coreana Y.H.Chung & H.G.Choi 참물부추
물부추과 Isoetes japonica A.Br. 물부추
물부추과 Isoetes sinensis Palmer 가는물부추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f. eburneum T.B.Lee 상아미선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f. lilacinum Nakai 분홍미선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f. viridicalycinum T.B.Lee 푸른미선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var. rotundicarpum T.B.Lee 둥근미선
물푸레나무과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ovata Nakai 만리화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saxatilis (Nakai) Nakai 산개나리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saxatilis var. pilosa S.T.Lee 털산개나리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velutina Nakai 장수만리화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viridissima Lindl. 의성개나리
물푸레나무과 Fraxinus chiisanensis Nakai 물들메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var. angusticarpa Nakai ex Handb. 잔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var. densata (Nakai) Y.N.Lee 광릉물푸레
물푸레나무과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sieboldiana var. quadrijuga (Nakai) T.B.Lee 백운쇠물푸레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acutissimum Koehne 산동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foliosum Nakai 섬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quihoui var. latifolium Nakai 상동잎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 Osmanthus insularis Koidz. 박달목서
물푸레나무과 Syringa fauriei H.Lév. 버들개회나무
물푸레나무과 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수수꽃다리
물푸레나무과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Nakai) K.Kim 정향나무
물푸레나무과 Syringa patula var. venosa (Nakai) K.Kim 섬개회나무
물푸레나무과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Hara 개회나무
물푸레나무과 Syringa wolfi var. hirsuta (C.K.Schneid.) Hatus. 털꽃개회나무
물푸레나무과 Syringa wolfii C.K.Schneid. 꽃개회나무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albo-violaceum Kom. 줄바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세뿔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chiisanense Nakai 지리바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japonicum subsp. napiforme (H.Lév. & Vaniot) Kadota 한라돌쩌귀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koreanum R.Raymond 백부자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kusnezoffii Rchb. 이삭바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napiforme var. albiflorum Y.N.Lee 흰한라돌쩌귀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pteropus Nakai 날개진범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quelpaertense Nakai 한라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sibiricum Poir. 노랑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umbrosum (Korsh.) Kom. 선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taea asiatica H.Hara 노루삼
미나리아재비과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복수초
미나리아재비과 Adonis amurensis subsp. nanus Y.N.Lee 애기복수초
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flaccida F.Schmidt 남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glabrata (Maxim.) Juz. 바이칼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umbrosa C.A.Mey. 숲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미나리아재비과 Callianthemum insigne (Nakai) Nakai 매화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Caltha palustris L. 동의나물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biternata (Siebold & Zucc.) Miq. 개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foetida L. 황새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imicifuga simplex (DC.) Turcz. 촛대승마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crassisepala Ohwi 좀종덩굴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florida Thunb. 위령선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fusca Turcz. 검종덩굴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fusca var. coreana (H.Lév.&Vaniot) Nakai 요강나물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종덩굴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heracleifolia DC. 병조희풀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koreana Kom. 세잎종덩굴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serratifolia Rehder 개버무리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미나리아재비과 Delphinium maackianum Regel 큰제비꼬깔
미나리아재비과 Delphinium ornatum Bouché 참제비고깔
미나리아재비과 Eranthis byunsanensis B.Y.Sun 변산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 Hepatica insularis Nakai 새끼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 Hepatica maxima Nakai 섬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만주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미나리아재비과 Pulsatilla dahurica (Fisch.ex DC.) Spreng. 분홍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 Pulsatilla nivalis Nakai 산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 Pulsatilla tongkangensis Y.N.Lee & T.C.Lee 동강할미꽃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crucilobus H.Lév. 바위미나리아재비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kazusensis Makino 매화마름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quelpaertensis (H.Lév.) Nakai 왜젓가락나물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tachiroei Franch. & Sav. 개구리미나리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ternatus Thunb. 개구리갓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yezoensis Nakai 민매화마름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acte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참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baicalense Turcz. 바이칼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coreanum H.Lév. 연잎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petaloideum L. 꽃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H.Lév.) Nakai 금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simplex var. brevipes Hara 긴잎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uchiyamai Nakai 자주꿩의다리
바늘꽃과 Epilobium angustifolium L. 분홍바늘꽃
바늘꽃과 Epilobium hirsutum L. 큰바늘꽃
바늘꽃과 Epilobium palustre L. 버들바늘꽃
바늘꽃과 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바늘꽃
박과 Actinostemma lobatum Maxim. 뚜껑덩굴
박과 Benincasa cerifera Savi 동아
박과 Citrullus lanatus (Thunb.) Matsum. & Nakai var. lanatus 수박
박과 Cucumis melo L. 참외
박과 Cucurbita moschata Duchesne ex Poir 호박
박과 Gynostemma pentaphyllum (Thunb.) Makino 돌외
박과 Lagenaria leucantha Rusby 박
박과 Melothria japonica Maxim. 새박
박과 Momordica charantia L. 여주
박과 Schizopepon bryoniaefolius Maxim. 산외
박과 Thladiantha dubia Bunge 왕과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박주가리과 Cynanchum amplexicaule (Siebold & Zucc.) Hemsl. 솜아마존
박주가리과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박주가리과 Cynanchum atratum Bunge 백미꽃
박주가리과 Cynanchum inamoenum (Maxim.) Loes. 선백미꽃
박주가리과 Cynanchum japonicum Morr. & Decne. 덩굴민백미꽃
박주가리과 Cynanchum nipponicum Matsum. 덩굴박주가리
박주가리과 Cynanchum paniculatum (Bunge) Kitag. 산해박
박주가리과 Cynanchum wilfordii (Maxim.) Hemsl. 큰조롱
박주가리과 Marsdenia tomentosa Morren & Decne. 나도은조롱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박주가리과 Tylophora floribunda Miq. 왜박주가리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Siebold & Zucc.) Harms 단풍박쥐나무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받침꽃과 Calycanthus fertilis Walter 자주받침꽃
백합과 Aletris foliata (Maxim.) Makino & Nemoto 끈적쥐꼬리풀
백합과 Aletris glabra Bureau & Franch. 여우꼬리풀
백합과 Allium anisopodium Ledeb. 실부추
백합과 Allium anisopodium var. zimmermanniaum (Gilg) Wang & Tang 털실부추
백합과 Allium cepa L. 양파
백합과 Allium chinense G.Don 염부추
백합과 Allium condensatum Turcz. 노랑부추
백합과 Allium deltoidefistulosum S.O.Yu, W.T.Lee & S.T.Lee 세모부추
백합과 Allium fistulosum L. 파
백합과 Allium koreanum H.J.Choi & B.U.Oh 돌부추
백합과 Allium linearifolium H.J.Choi & B.U.Oh 선부추
백합과 Allium longistylum Baker 강부추
백합과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백합과 Allium maximowiczii Regel 산파
백합과 Allium microdictyon Prokh. 산마늘
백합과 Allium monanthum Maxim. 달래
백합과 Allium ochotense Prokh. 울릉산마늘
백합과 Allium pseudojaponicum Makino 갯부추
백합과 Allium sacculiferum Maxim. 참산부추
백합과 Allium sativum L. var. sativum 마늘
백합과 Allium senescens L. 두메부추
백합과 Allium spirale Willd. 좀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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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과 Allium splendens Willd. ex Schult.f. 가는산부추
백합과 Allium taquetii H.Lév. 한라부추
백합과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백합과 Allium thunbergii var. deltoides (S.O.Yu, W.T.Lee & S.T.Lee) H.J.Choi & B.U.Oh 세모산부추
백합과 Allium thunbergii var. teretifolium H.J.Choi & B.U.Oh 둥근산부추
백합과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부추
백합과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천문동
백합과 Asparagus officinalis L. 아스파라가스
백합과 Asparagus oligoclonos Maxim. 방울비짜루
백합과 Chionographis japonica (Willd.) Maxim. 실꽃풀
백합과 Clintonia udensis Trautv. & C.A.Mey. 나도옥잠화
백합과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백합과 Disporum smilacinum A.Gray 애기나리
백합과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백합과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백합과 Erythronium japonicum (Baker) Decne. 얼레지
백합과 Erythronium japonicum f. album T.B.Lee 흰얼레지
백합과 Fritillaria thunbergii Miq. 중국패모
백합과 Fritillaria ussuriensis Maxim. 패모
백합과 Gagea lutea (L.) Ker-Gawl. 중의무릇
백합과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 M.N.Tamura 처녀치마
백합과 Hemerocallis coreana Nakai 골잎원추리
백합과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백합과 Hemerocallis minor Mill. 애기원추리
백합과 Hemerocallis taeanensis S.S.Kang & M.G.Chung 태안원추리
백합과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노랑원추리
백합과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
백합과 Hosta capitata f. albiflora Y.N.Lee 흰일월비비추
백합과 Hosta clausa Nakai 주걱비비추
백합과 Hosta jonesii M.G.Chung 다도해비비추
백합과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백합과 Hosta longisima Honda 산옥잠화
백합과 Hosta minor (Baker) Nakai 좀비비추
백합과 Hosta plantaginea (Lam.) Aschers. 옥잠화
백합과 Hosta yingeri S.B.Jones 흑산도비비추
백합과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백합과 Lilium callosum Siebold & Zucc. 땅나리
백합과 Lilium cernuum Kom. 솔나리
백합과 Lilium concolor Salisb. 하늘나리
백합과 Lilium concolor var. megalanthum F.T.Wang & T.Tang 큰하늘나리
백합과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말나리
백합과 Lilium hansonii Leichtlin ex Baker 섬말나리
백합과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백합과 Lilium tenuifolium Fisch. 큰솔나리
백합과 Lilium tenuifolium var. chrysanthum (Nakai & F.Maek.) Nakai 금나리
백합과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백합과 Liriope spicata (Thunb.) Lour. 개맥문동
백합과 Lloydia serotina (L.) Rchb. 개감채
백합과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백합과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두루미꽃
백합과 Maianthemum dilatatum (Wood) A.Nelson & J.F.Macbr. 큰두루미꽃
백합과 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칠보치마
백합과 Ophiopogon japonicus (L.f.) Ker Gawl. 소엽맥문동
백합과 Paris verticillata M.Bieb. 삿갓나물
백합과 Polygonatum falcatum A.Gray 진황정
백합과 Polygonatum grandicaule Y.S.Kim, B.U.Oh & C.G.Jang 선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humile Fisher. ex Maxim. 각시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infundiflorum Y.S.Kim, B.U.Oh & C.G.Jang 늦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f. variegatum Y.N.Lee 무늬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robustum (Korsch.) Nakai 왕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sibiricum Delar. 층층갈고리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층층둥굴레
백합과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백합과 Smilacina bicolor Nakai 자주솜대
백합과 Smilacina bicolor var. flavovirens N.S.Lee & J.Y.Kim 연두솜대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백합과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백합과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백합과 Streptopus amplexifolius var. papillatus Ohwi 죽대아재비
백합과 Streptopus koreanus (Kom.) Ohwi 왕죽대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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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과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금강애기나리
백합과 Tofieldia coccinea var. kondoi (Miyabe & Kudô) Hara 한라꽃장포
백합과 Tofieldia nuda Maxim. 꽃장포
백합과 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연영초
백합과 Trillium tschonoskii Maxim. 큰연영초
백합과 Veratrum dolichopetalum Loes.f. 푸른박새
백합과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himizu 여로
백합과 Veratrum maackii var. parviflorum (Maxim.) Hara 파란여로
백합과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백합과 Veratrum versicolor Nakai 흰여로
백합과 Zygadenus sibiricus (L.) A.Gray 나도여로
버드나무과 Populus glandulosa Uyeki 수원사시나무
버드나무과 Populus maximowiczii A.Henry 황철나무
버드나무과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버드나무과 Salix bicarpa Nakai 쌍실버들
버드나무과 Salix blinii H.Lév. 제주산버들
버드나무과 Salix chaenomeloides var. pilosa (Nakai) Kimura 털왕버들
버드나무과 Salix dependens Nakai 개수양버들
버드나무과 Salix hallaisanensis H.Lév. 떡버들
버드나무과 Salix ishidoyana Nakai 섬버들
버드나무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버드나무과 Salix koriyanagi Kimura 키버들
버드나무과 Salix pseudolasiogyne H.Lév. 능수버들
버드나무과 Salix sericeocinerea Nakai 큰산버들
버드나무과 Salix xerophila var. fuscescens (Nakai) W.T.Lee 백산버들
버어먼초과 Burmannia championii Thwaites 애기버어먼초
버어먼초과 Burmannia cryptopetala Makino 버어먼초
번행초과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번행초
범의귀과 Astilbe rubra Hook.f. & Thomas ex Hook.f. 노루오줌
범의귀과 Astilbe rubra var. divaricata (Nakai) W.T.Lee 진퍼리노루오줌
범의귀과 Astilbe rubra var. taquetii (H.Lév.) H.Hara 한라노루오줌
범의귀과 Astilboides tabularis (Hemsl.) Engl. 개병풍
범의귀과 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누른괭이눈
범의귀과 Chrysosplenium pilosum Maxim. 털괭이눈
범의귀과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ara 흰괭이눈
범의귀과 Deutzia crenata Siebold & Zucc. 빈도리
범의귀과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범의귀과 Deutzia paniculata Nakai 꼬리말발도리
범의귀과 Hydrangea macrophylla f. otaksa (Siebold & Zucc.) Wilson 수국
범의귀과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나무수국
범의귀과 Kirengeshoma koreana Nakai 나도승마
범의귀과 Mitella nuda L. 나도범의귀
범의귀과 Mukdenia acanthifolia Nakai 돌부채손
범의귀과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범의귀과 Philadelphus koreanus Nakai 양덕고광나무
범의귀과 Philadelphus koreanus var. robustus (Nakai) W.T.Lee 왕고광나무
범의귀과 Philadelphus scaber Nakai 섬고광나무
범의귀과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범의귀과 Philadelphus schrenkii var. lasiogynus (Nakai) W.T.Lee 흰털고광나무
범의귀과 Philadelphus seoulensis Y.H.Chung & H.C.Shin 서울고광나무
범의귀과 Ribes burejense F.Schmidt 바늘까치밥나무
범의귀과 Ribes diacanthum Pall. 가시까치밥나무
범의귀과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범의귀과 Ribes mandshuricum (Maxim.) Kom. 까치밥나무
범의귀과 Rodgersia podophylla A.Gray 도깨비부채
범의귀과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바위떡풀
범의귀과 Saxifraga fortunei var. pilosissima Nakai 털바위떡풀
범의귀과 Saxifraga furumii Nakai 범의귀
범의귀과 Saxifraga octopetala Nakai 구실바위취
범의귀과 Saxifraga punctata L. 톱바위취
범의귀과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범의귀과 Tiarella polyphylla D.Don 헐떡이풀
베고니아과 Begonia evansiana Andrews 베고니아
벼과 Agrostis clavata Trin. 산겨이삭
벼과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겨이삭
벼과 Arundinaria munsuensis Y.N.Lee 문수조릿대
벼과 Arundinella hirta (Thunb.) Koidz. 새
벼과 Avena fatua L. 메귀리
벼과 Avena sativa L. 귀리
벼과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벼과 Bromus inermis Leyss. 좀참새귀리
벼과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벼과 Calamagrostis angustifolia Kom. 백산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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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벼과 Calamagrostis epigeios (L.) Roth 산조풀
벼과 Calamagrostis hymenoglossa Ohwi 북선메뛰기피
벼과 Calamagrostis subacrochaeta Nakai 낭림새풀
벼과 Coix lacryma-jobi L. 염주
벼과 Coix lacryma-jobi var. mayuen (Rom. Caill.) Stapf 율무
벼과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벼과 Echinochloa esculenta (A. Braun) H. Scholz 피
벼과 Elymus coreanus Honda 고려개보리
벼과 Eulalia quadrinervis (Hack.) Kuntze 털개억새
벼과 Eulalia speciosa (Debeaux) Kuntze 개억새
벼과 Festuca ovina L. 김의털
벼과 Festuca ovina var. chosenica Ohwi 수염김의털
벼과 Festuca pratensis Huds. 넓은김의털
벼과 Festuca rubra L. 왕김의털
벼과 Hordeum vulgare L. subsp. Vulgare 보리
벼과 Isachne globosa (Thunb.) Kuntze 기장대풀
벼과 Miscanthus changii Y.N.Lee 장억새
벼과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물억새
벼과 Miscanthus sacchariflorus f. latifolius Adati 넓은잎물억새
벼과 Miscanthus sacchariflorus var. gracilis Y.N.Lee 가는잎물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Anderss. 참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f. gracillimus (Hitchc.) Ohwi 가는잎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f. variegatus Nakai 얼룩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albiflorus Y.N.Lee 흰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chejuensis (Y.N.Lee) Y.N.Lee 금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ionandros (Nakai) Y.N.Lee 묏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keumunensis Y.N.Lee 거문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nakaianus (Honda) Y.N.Lee 중정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sunanensis Y.N.Lee 순안억새
벼과 Oryza sativa L. 벼
벼과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벼과 Panicum miliaceum L. 기장
벼과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벼과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벼과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벼과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죽순대
벼과 Poa deschampsioides Ohwi 좀새포아풀
벼과 Poa hisauchii Honda 구내풀
벼과 Poa kanboensis Ohwi 관모포아풀
벼과 Poa kumkangsani Ohwi 금강포아풀
벼과 Poa palustris L. 눈포아풀
벼과 Poa sphondylodes Trin. 포아풀
벼과 Poa takeshimana Honda 섬포아풀
벼과 Poa ullungdoensis Chung 울릉포아풀
벼과 Pseudoraphis ukishiba Ohwi 물잔디
벼과 Pseudosasa japonica var. purpurascens Nakai 자주이대
벼과 Puccinellia coreensis Honda 갯겨이삭
벼과 Sasa coreana Nakai 신이대
벼과 Sasa palmata (Bean) Nakai 제주조릿대
벼과 Secale cereale L. 호밀
벼과 Setaria italica (L.) P.Beauv. 조
벼과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벼과 Sorghum bicolor (L.) Moench 수수
벼과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벼과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벼과 Triticum aestivum L. 밀
벼과 Zea mays L. 옥수수
벼과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줄
벼과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벽오동과 Firmiana simplex (L.) W.F.Wight 벽오동
봉선화과 Impatiens aphanantha Hook.f. 제주물봉선
봉선화과 Impatiens atrosanguinea (Nakai) B.U.Oh & Y.P.Hong 가야물봉선
봉선화과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봉선화과 Impatiens koreana (Nakai) B.U.Oh 처진물봉선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봉의꼬리과 Pteris cretica L. 큰봉의꼬리
봉의꼬리과 Pteris dispar Kunze 반쪽고사리
봉의꼬리과 Pteris multifida Poir. 봉의꼬리
봉의꼬리과 Pteris nipponica W.C.Shieh 알록큰봉의꼬리
부들과 Typha angustifolia L. 애기부들
부들과 Typha latifolia L. 큰잎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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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과 Typha orientalis C.Presl 부들
부처꽃과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
부처꽃과 Lythrum salicaria L. 털부처꽃
부처손과 Selaginella helvetica (L.) Spring 왜구실사리
부처손과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바위손
부처손과 Selaginella sibirica (Milde) Hieron. 실사리
부처손과 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부처손
분꽃과 Mirabilis jalapa L. 분꽃
붓꽃과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붓꽃과 Gladiolus grandavensis Van Houtte 글라디올러스
붓꽃과 Iris dichotoma Pall. 대청부채
붓꽃과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붓꽃과 Iris ensata var. spontanea f. alba Y.N.Lee 흰꽃창포
붓꽃과 Iris koreana Nakai 노랑붓꽃
붓꽃과 Iris lactea var. chinensis (Fisch.) Koidz. 타래붓꽃
붓꽃과 Iris laevigata Fisch. ex Turcz. 제비붓꽃
붓꽃과 Iris neosetosa Y.N.Lee 신부채붓꽃
붓꽃과 Iris odaesanensis f. albiflora Y.N.Lee 흰노랑무늬붓꽃
붓꽃과 Iris odaesanensis f. purpurascens Y.N.Lee 보라노랑무늬붓꽃
붓꽃과 Iris odaesanensis Y.N.Lee 노랑무늬붓꽃
붓꽃과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붓꽃과 Iris rossii var. latifolia J.K.Sim & Y.S.Kim 넓은잎각시붓꽃
붓꽃과 Iris ruthenica Ker Gawl. 솔붓꽃
붓꽃과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붓꽃과 Iris sanguinea f. albiflora Y.N.Lee 흰붓꽃
붓꽃과 Iris sanguinea var. violacea Makino 진보라붓꽃
붓꽃과 Iris setosa Pall. ex Link 부채붓꽃
붓꽃과 Iris uniflora var. caricina Kitag. 난장이붓꽃
붓순나무과 Illicium anisatum L. 붓순나무
비고사리과 Lindsaea japonica (Bak.) Diels 비고사리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비름과 Amaranthus mangostanus L. 비름
비름과 Amaranthus retroflexus L. 털비름
비름과 Amaranthus viridis L. 청비름
비름과 Celosia argentea L. 개맨드라미
비름과 Celosia cristata L. 맨드라미
비름과 Gomphrena globosa L. 천일홍
뽕나무과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닥나무
뽕나무과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Uyeki 애기닥나무
뽕나무과 Broussonetia papyrifera (L.) L'Hér. ex Vent. 꾸지나무
뽕나무과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ée 꾸지뽕나무
뽕나무과 Ficus erecta Thunb. 천선과나무
뽕나무과 Morus alba L. 뽕나무
사초과 Carex aphanolepis var. mixta Nakai 잡골사초
사초과 Carex capricornis Meinsh. ex Maxim. 양뿔사초
사초과 Carex chordorhiza Ehrhart 대암사초
사초과 Carex cinerascens Kük. 회색사초
사초과 Carex erythrobasis H.Lév. & Vaniot 한라사초
사초과 Carex humbertiana Ohwi 큰뚝사초
사초과 Carex idzuroei Franch. & Sav. 좀도깨비사초
사초과 Carex ligulata Nees 갈사초
사초과 Carex ochrochlamys Ohwi 애기이삭사초
사초과 Carex okamotoi Ohwi 지리대사초
사초과 Carex paxii Kük. 대구사초
사초과 Carex peiktusani Kom. 백두사초
사초과 Carex pseudochinensis H.Lév. & Vaniot 햇사초
사초과 Carex sabynensis var. leiosperma Ohwi 지리실청사초
사초과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사초과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사초과 Cyperus difformis L. 알방동사니
사초과 Cyperus exaltatus var. iwasakii T.Koyama 왕골
사초과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사초과 Cyperus rotundus L. 향부자
사초과 Eleocharis changchaensis Y.C.Oh & G.Y.Lee 돌기네모골
사초과 Eleocharis mamillata var. cyclocarpa Kitag. 물꼬챙이골
사초과 Eriophorum gracile Koch 작은황새풀
사초과 Kyllinga diflora Y.C.Oh & S.S.Lee 꽃파대가리
사초과 Lipocarpha microcephala (R.Br.) Kunth 세대가리
사초과 Rhynchospora rubra (Lour.) Makino 붉은골풀아재비
사초과 Scirpus sylvaticus var. maximowiczii Regel 검은도루박이
사초과 Scleria mutoensis Nakai 무등풀
산토끼꽃과 Dipsacus japonicus Miq. 산토끼꽃
산토끼꽃과 Scabiosa tschiliensis f. alpina (Nakai) W.T.Lee 구름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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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꽃과 Scabiosa tschiliensis Gruning 솔체꽃
산형과 Angelica anomala Ave-Lall. 개구릿대
산형과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Makino) Nakai 처녀바디
산형과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var. distans (Nakai) Kitag. 흰바디나물
산형과 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 Hook.f. ex Franch. & Sav. 구릿대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산형과 Angelica genuflexa Nutt. ex Torrey & A.Gray 왜천궁
산형과 Angelica gigas Nakai 참당귀
산형과 Angelica japonica A.Gray 갯강활
산형과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산형과 Angelica purpuraefolia T.H.Chung 지리강활
산형과 Angelica tenuissima Nakai 고본
산형과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 전호
산형과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등대시호
산형과 Bupleurum falcatum L. 시호
산형과 Bupleurum latissimum Nakai 섬시호
산형과 Bupleurum longeradiatum Turcz. 개시호
산형과 Carlesia sinensis Dunn 돌방풍
산형과 Cicuta virosa L. 독미나리
산형과 Cnidium monnieri (L.) Cusson 벌사상자
산형과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
산형과 Coriandrum sativum L. 고수
산형과 Cryptotaenia japonica Hassk. 파드득나물
산형과 Daucus carota L. 산당근
산형과 Daucus littoralis var. koreana Nakai 갯당근
산형과 Foeniculum vulgare Gaertn. 회향
산형과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갯방풍
산형과 Heracleum moellendorffii f. angustum (Kitag.) Kitag. 좁은어수리
산형과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피막이
산형과 Ledebouriella seseloides (Hoffm.) H.Wolff 방풍
산형과 Oenanthe javanica (Blume) DC. 미나리
산형과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 Yabe 긴사상자
산형과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 신감채
산형과 Ostericum praeteritum Kitag. 강활
산형과 Peucedanum coreanum Nakai 두메기름나물
산형과 Peucedanum hakuunense Nakai 백운기름나물
산형과 Peucedanum insolens Kitag. 덕우기름나물
산형과 Peucedanum japonicum Thunb. 갯기름나물
산형과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산형과 Pimpinella brachycarpa var. uchiyamana (Yabe) G.J.Jang 그늘참나물
산형과 Pimpinella hallaisanensis (W.T.Lee & G.J.Jang) G.J.Jang, W.K.Paik & W.T.Lee 한라참나물
산형과 Pleurospermum camtschaticum Hoffm. 왜우산풀
산형과 Pterygopleurum neurophyllum (Maxim.) Kitag. 서울개발나물
산형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산형과 Sanicula tuberculata Maxim. 애기참반디
산형과 Sium suave Walter 개발나물
산형과 Tilingia nakaiana Kitag. 속리참나물
산형과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산형과 Torilis scabra (Thunb.) DC. 개사상자
삼과 Cannabis sativa L. 삼 (대마)
삼백초과 Houttuynia cordata Thunb. 약모밀
삼백초과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삼백초
새깃아재비과 Woodwardia japonica (L.f.) Sm. 새깃아재비
새모래덩굴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생강과 Alpinia japonica (Thunb.) Miq. 꽃양하
생강과 Zingiber mioga (Thunb.) Roscoe 양하
생강과 Zingiber officinale Roscoe 생강
석류나무과 Punica granatum L. 석류나무
석송과 Lycopodium annotinum L. 개석송
석송과 Lycopodium cernuum L. 물석송
석송과 Lycopodium complanatum L. 비늘석송
석송과 Lycopodium cryptomerinum Maxim. 왕다람쥐꼬리
석송과 Lycopodium selago L. 좀다람쥐꼬리
석송과 Lycopodium sieboldii Miq. 줄석송
석죽과 Cerastium rubescens var. koreanum (Nakai) Miki 북선점나도나물
석죽과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석죽과 Dianthus barbatus var. asiaticus Nakai 수염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chinensis f .albiflora T.B.Lee 흰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japonicus Thunb. 갯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superbus var. alpestris Kablik. ex Celak. 구름패랭이꽃
석죽과 Gypsophila oldhamiana Miq. 대나물
석죽과 Gypsophila pacifica Kom. 가는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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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석죽과 Lychnis fulgens Fisch. ex Spreng. 털동자꽃
석죽과 Lychnis wilfordi (Regel) Maxim. 제비동자꽃
석죽과 Moehringia lateriflora (L.) Fenzl 개벼룩
석죽과 Pseudostellaria bulbosa (Nakai) Nakai 덩이뿌리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coreana (Nakai) Ohwi 참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japonica Pax 긴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monantha Ohwi 산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okamotoi Ohwi 지리산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석죽과 Pseudostellaria sylvatica (Maxim.) Pax ex Pax & Hoffm. 가는잎개별꽃
석죽과 Silene aprica var. oldhamiana (Miq.) C.Y.Wu 갯장구채
석죽과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석죽과 Silene capitata Kom. 분홍장구채
석죽과 Silene fasciculata Nakai 한라장구채
석죽과 Silene firma f. pubescens (Makino) Makino 털장구채
석죽과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석죽과 Silene jenisseensis Willd. 가는다리장구채
석죽과 Silene koreana Kom. 끈끈이장구채
석죽과 Silene myongcheonensis S.P.Hong & H.K.Moon 명천장구채
석죽과 Silene repens Patrin 오랑캐장구채
석죽과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석죽과 Silene takeshimensis Uyeki & Sakata 울릉장구채
석죽과 Stellaria longifolia Muhl. ex Willd. 긴잎별꽃
선인장과 Opuntia ficus-indica Mill. 선인장
소귀나무과 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 소귀나무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소나무과 Abies koreana f. rubrocarpa T.B.Lee 붉은구상
소나무과 Abies koreana Wilson 구상나무
소나무과 Abies nephrolepis (Trautv.) Maxim. 분비나무
소나무과 Larix kaempferi (Lamb.) Carriére 일본잎갈나무
소나무과 Larix olgensis var. amurensis (Kolesn.) Kitag. 만주잎갈나무
소나무과 Picea abies (L.) H.Karst. 독일가문비
소나무과 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ère 가문비나무
소나무과 Picea koraiensis Nakai 종비나무
소나무과 Picea pungsanensis var. intercedens (Nakai) T.B.Lee 털가문비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f. vittata Uyeki 은송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소나무과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소나무과 Pinus pumila (Pall.) Regel 눈잣나무
소나무과 Pinus pungens Lamb. 풍겐스소나무
소나무과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소나무과 Pinus rigida X P. taeda 리기테다소나무
소나무과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소나무과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소나무과 Tsuga sieboldii Carrière 솔송나무
소철과 Cycas revoluta Thunb. 소철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ett 소태나무
속새과 Equisetum hyemale L. 속새
솔잎란과 Psilotum nudum (L.) P.Beauv. 솔잎란
쇠비름과 Portulaca grandiflora Hook. 채송화
수련과 Brasenia schreberi Gmelin 순채
수련과 Euryale ferox Salisb. 가시연꽃
수련과 Nelumbo nucifera Gaertn. 연꽃
수련과 Nuphar japonicum DC. 개연꽃
수련과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수련과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Nakai) W.T.Lee 각시수련
수선화과 Clivia miniata Regel 군자란
수선화과 Crinum asiaticum var. japonicum Baker 문주란
수선화과 Hippeastrum hybridum Hort 아마릴리스
수선화과 Lycoris chejuensis K.H.Tae & S.C.Ko 제주상사화
수선화과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K.H.Tae & S.C.Ko 진노랑상사화
수선화과 Lycoris flavescens M.Y.Kim & S.T.Lee 붉노랑상사화
수선화과 Lycoris radiata (L'Hér.) Herb. 석산
수선화과 Lycoris sanguinea var. koreana (Nakai) T.Koyama 백양꽃
수선화과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수선화과 Lycoris uydoensis M.Y.Kim 위도상사화
수선화과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 Roem. 수선화
시로미과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Koch 시로미
십자화과 Alyssum maritimum Lam. 꽃냉이
십자화과 Arabidopsis thaliana (L.) Heynh. 애기장대
십자화과 Arabis columnalis Nakai 참장대나물
십자화과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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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화과 Arabis hirsuta (L.) Scop. 털장대
십자화과 Arabis ligulifolia Nakai 주걱장대
십자화과 Arabis serrata Franch. & Sav. 바위장대
십자화과 Arabis takesimana Nakai 섬장대
십자화과 Brassica juncea var. crispifolia L.H.Bailey 겨자
십자화과 Brassica napus L. 유채
십자화과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 양배추
십자화과 Brassica oleracea var. gemmifera Zenker 방울양배추
십자화과 Brassica oleracea var. gongylodes L. 줄기양배추
십자화과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녹색꽃양배추
십자화과 Brassica rapa L. 순무
십자화과 Brassica rapa var. glabra Regel 배추
십자화과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십자화과 Cardamine glechomifolia H.Lév 벌깨냉이
십자화과 Cardamine komarovi Nakai 는쟁이냉이
십자화과 Cardamine koreana (Nakai) Nakai 참고추냉이
십자화과 Cardamine leucantha var. toensis (Nakai) T.B.Lee 통영미나리냉이
십자화과 Descurainia pinnata Britton 나도재쑥
십자화과 Erysimum cheiranthoides L. 쑥부지깽이
십자화과 Isatis tinctoria L. 대청
십자화과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십자화과 Raphanus sativus L. 무
십자화과 Wasabia japonica (Miq.) Matsum. 고추냉이
쐐기풀과 Boehmeria hirtella Satake 털긴잎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nakaiana Satake 제주긴잎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nivea (L.) Gaudich. 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nivea var. nipononivea (Koidz.) W.T.Wang 섬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quelpaertense Satake 제주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sieboldiana Blume 긴잎모시풀
쐐기풀과 Boehmeria taquetii Nakai 섬거북꼬리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Hance) Makino 거북꼬리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쐐기풀과 Elatostema densiflorum Franch. & Sav. 북천물통이
쐐기풀과 Oreocnide fruticosa (Gaudich.) Hand.-Mazz. 바위모시
쐐기풀과 Pilea oligantha Nakai 강계큰물통이
쐐기풀과 Pilea taquetii Nakai 제주큰물통이
쐐기풀과 Urtica laetevirens var. robusta F.Maek. 섬쐐기풀
아마과 Linum usitatissimum L. 아마
아욱과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어저귀
아욱과 Althaea rosea Cav. 접시꽃
아욱과 Gossypium indicum Lam. 목화
아욱과 Hibiscus hamabo Siebold & Zucc. 황근
아욱과 Hibiscus manihot L. 닥풀
아욱과 Hibiscus mutabilis L. 부용
아욱과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아욱과 Malva verticillata L. 아욱
암매과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F.Schmidt 암매
앵초과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금강봄맞이
앵초과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봄맞이
앵초과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Fernald 갯봄맞이
앵초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앵초과 Lysimachia fortunei Maxim. 진퍼리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leucantha Miq. 물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mauritiana Lam. 갯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pentapetala Bunge 홍도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
앵초과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앵초과 Primula modesta var. fauriae (Franch.) Takeda 설앵초
앵초과 Primula sieboldii E.Morren 앵초
앵초과 Stimpsonia chamaedrioides C.Wright ex A.Gray 이삭봄맞이
앵초과 Trientalis europaea var. arctica (Fisch.) Ledeb. 기생꽃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양귀비과 Coreanomecon hylomeconoides Nakai 매미꽃
양귀비과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양귀비과 Papaver radicatum var. pseudoradicatum (Kitag.) Kitag. 두메양귀비
양귀비과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
양귀비과 Papaver somniferum L. 양귀비
열당과 Aeginetia indica L. 야고
열당과 Boschniakia rossica (Cham. & Schltdl.) B.Fedtsch. 오리나무더부살이
열당과 Orobanche coerulescens Stephan 초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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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당과 Orobanche filicicola Nakai 백양더부살이
오미자과 Kadsura japonica (L.) Dunal 남오미자
오미자과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오미자과 Schisandra repanda (Siebold & Zucc.) Radlk. 흑오미자
옻나무과 Rhus ambigua H.Lév. 덩굴옻나무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옻나무과 Rhus succedanea L. 검양옻나무
옻나무과 Rhus tricocarpa Miq. 개옻나무
옻나무과 Rhus verniciflua Stokes 옻나무
용담과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b. 대성쓴풀
용담과 Gentiana chosenica Okuyama 흰그늘용담
용담과 Gentiana jamesii f. albiflora (Nakai) Toyok. 흰비로용담
용담과 Gentiana jamesii Hemsl. 비로용담
용담과 Gentiana nipponica Maxim. 멧용담
용담과 Gentiana scabra Bunge 용담
용담과 Gentiana scabra f. stenophylla (H.Hara) W.K.Paik & W.T.Lee 진퍼리용담
용담과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f. alba Y.N.Lee 흰용담
용담과 Gentiana squarrosa Ledeb. 구슬붕이
용담과 Gentiana squarrosa var. microphylla Nakai 좀구슬붕이
용담과 Gentiana takahashii Mori 백두산구슬붕이
용담과 Gentiana thunbergii (G.Don) Griseb. 봄구슬붕이
용담과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Hara 과남풀
용담과 Gentiana wootchuliana W.K.Paik 고산구슬붕이
용담과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닻꽃
용담과 Pterygocalyx volubilis Maxim. 좁은잎덩굴용담
용담과 Swertia diluta var. tosaensis (Makino) H.Hara 개쓴풀
용담과 Swertia wilfordii Kerner 큰잎쓴풀
용담과 Tripterospermum japonicum (Siebold & Zucc.) Maxim. 덩굴용담
용설란과 Agave americana L. 용설란
우드풀과 Athyrium acutipinnulum Kodama ex Nakai 섬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deltoidofrons Makino 구슬개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nakaii Tagawa 강원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reflexipinnum Hayata 거꾸리개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sheareri (Bak.) Ching 개톱날고사리
우드풀과 Athyrium spinulosum (Maxim.) Milde 두메개고사리
우드풀과 Cystopteris fragilis (L.) Bernh. 한들고사리
우드풀과 Deparia okuboana (Makino) M.Kato 진퍼리개고사리
우드풀과 Diplazium mesosorum (Makino) Koidz. 큰개고사리
우드풀과 Diplazium okudairae Makino 개톱고사리
우드풀과 Diplazium wichurae (Mett.) Diels 주름고사리
우드풀과 Gymnocarpium dryopteris (L.) Newman 토끼고사리
우드풀과 Onoclea orientalis (Hk.) Hk. 개면마
우드풀과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야산고비
우드풀과 Woodsia glabella R.Br. ex Richards 애기가물고사리
우드풀과 Woodsia polystichoides D.C.Eaton 우드풀
우드풀과 Woodsia pseudoilvensis Tagawa 메가물고사리
운향과 Citrus aurantium L. 광귤
운향과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유자나무
운향과 Citrus limonia Osbeck 레몬
운향과 Citrus sinensis (L.) Osbeck 당귤나무
운향과 Citrus unshiu Marcov. 귤
운향과 Orixa japonica Thunb. 상산
운향과 Phellodendron amurense f. molle (Nakai) W.T.Lee 털황벽
운향과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운향과 Poncirus trifoliata Raf. 탱자나무
운향과 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 머귀나무
운향과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운향과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 개산초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원지과 Polygala japonica Houtt. 애기풀
원지과 Polygala tenuifolia Willd. 원지
원지과 Salomonia oblongifolia DC. 병아리다리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f. polyphylla (Nakai) Hiyama 여덟잎으름
으름덩굴과 Stauntonia hexaphylla (Thunb.) Decne. 멀꿀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인동과 Abelia coreana var. insularis (Nakai) W.T.Lee & W.K.Paik 섬댕강나무
인동과 Abelia integrifolia Koidz. 바위댕강나무
인동과 Abelia mosanensis T.H.Chung ex Nakai 댕강나무
인동과 Abelia serrata Siebold & Zucc. 좀댕강나무
인동과 Abelia spathulata Siebold & Zucc. 주걱댕강나무
인동과 Abelia tyaihyoni Nakai 줄댕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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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과 Lonicera caerulea var. edulis Turcz. ex Herder 댕댕이나무
인동과 Lonicera chrysantha Turcz. 각시괴불나무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인동과 Lonicera maackii (Rupr.) Maxim. 괴불나무
인동과 Lonicera subsessilis Rehder 청괴불나무
인동과 Lonicera tatarinowii var. leptantha (Rehder) Nakai 흰괴불나무
인동과 Lonicera vesicaria Kom. 구슬댕댕이
인동과 Sambucus latipinna Nakai 넓은잎딱총나무
인동과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Nakai) T.B.Lee 말오줌나무
인동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인동과 Viburnum burejaeticum Regel & Herder 산분꽃나무
인동과 Viburnum carlesii Hemsl. 분꽃나무
인동과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인동과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인동과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불두화
인동과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ara 백당나무
인동과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인동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인동과 Weigela subsessilis var. mollis Uyeki 흰털병꽃나무
일엽아재비과 Vittaria flexuosa Fée 일엽아재비
자금우과 Ardisia crenata Sims 백량금
자금우과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자금우
자금우과 Ardisia pusilla A.DC. 산호수
자라풀과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자라풀
자라풀과 Ottelia alismoides (L.) Pers. 물질경이
자리공과 Phytolacca esculenta Van Houtte 자리공
자리공과 Phytolacca insularis Nakai 섬자리공
자작나무과 Alnus borealis Koidz. 떡오리나무
자작나무과 Alnus firma Siebold & Zucc. 사방오리
자작나무과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자작나무과 Alnus japonica var. serrata Nakai 섬오리나무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costata Trautv. 거제수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ermanii Cham. 사스래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ara 자작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자작나무과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 laxiflora var. longispica Uyeki 긴서어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 laxiflora var. macrophylla Nakai 왕서어나무
자작나무과 Carpinus tschonoskii var. brevicalycina Nakai 당개서어나무
자작나무과 Corylus hallaisanensis Nakai 병개암나무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작약과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백작약
작약과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작약과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Bunge) Stern 참작약
작약과 Paeonia obovata Maxim. 산작약
작약과 Paeonia suffruticosa Andr. 모란
잔고사리과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 ex Heller. 고사리
장미과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장미과 Amelanchier asiatica (Siebold & Zucc.) Endl. ex Walp. 채진목
장미과 Aruncus aethusifolius (H.Lév.) Nakai 한라개승마
장미과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Hara 눈개승마
장미과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
장미과 Cotoneaster wilsonii Nakai 섬개야광나무
장미과 Crataegus komarovii Sarg. 이노리나무
장미과 Crataegus maximowiczii C.K.Schneid. 아광나무
장미과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장미과 Crataegus pinnatifida var. partita Nakai ex T.H.Chung 가새잎산사
장미과 Duchesnea chrysantha (Zoll. & Mor.) Miq. 산뱀딸기
장미과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장미과 Exochorda serratifolia S.Moore 가침박달
장미과 Filipendula formosa Nakai 지리터리풀
장미과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Nakai 터리풀
장미과 Fragaria ananassa Duch. 딸기
장미과 Fragaria nipponica Makino 흰땃딸기
장미과 Fragaria yezoensis H.Hara 땃딸기
장미과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장미과 Geum japonicum Thunb. 뱀무
장미과 Malus asiatica Nakai 능금나무
장미과 Malus baccata Borkh. 야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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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과 Malus baccata f. jackii Rehder 민야광나무
장미과 Malus baccata var. mandshurica (Maxim.) C.K.Schneid. 털야광나무
장미과 Malus micromalus Makino 개아그배나무
장미과 Malus prunifolia 환엽해당
장미과 Malus pumila Mill. 사과나무
장미과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장미과 Malus sieversii 삼엽해당(사과)
장미과 Pentactina rupicola Nakai 금강인가목
장미과 Physocarpus insularis (Nakai) Nakai 섬국수나무
장미과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장미과 Potentilla chinensis Ser. 딱지꽃
장미과 Potentilla cryptotaeniae Maxim. 물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dickinsii var. breviseta Nakai 참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discolor Bunge 솜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장미과 Potentilla yokusaina Makino 민눈양지꽃
장미과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윤노리나무
장미과 Pourthiaea villosa var. zollingeri (Decne.) C.K.Schneid. 털윤노리
장미과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살구나무
장미과 Prunus buergeriana Miq. 섬개벚나무
장미과 Prunus choreiana Nakai ex Handb. 복사앵도나무
장미과 Prunus domestica L. 서양자두
장미과 Prunus glandulosa f. albiplena Koehne 옥매
장미과 Prunus glandulosa f. sinensis (Pers.) Koehne 홍매
장미과 Prunus ishidoyana Nakai 산이스라지
장미과 Prunus japonica f. rufinervis (Nakai) T.B.Lee 털이스라지
장미과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장미과 Prunus meyeri Rehder 북개벚지나무
장미과 Prunus mume f. alba (Carrière) Rehder 흰매실나무
장미과 Prunus mume f. alboplena (L.H.Bailey) Rehder 만첩흰매실
장미과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장미과 Prunus padus f. glauca (Nakai) Kitag. 흰귀룽나무
장미과 Prunus padus f. pubescens (Regel) Kitag. 흰털귀룽나무
장미과 Prunus padus f. rufo-ferruginea (Nakai) W.T.Lee 차빛귀룽
장미과 Prunus padus L. 귀룽나무
장미과 Prunus padus var. seoulensis (H.Lév.) Nakai 서울귀룽나무
장미과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장미과 Prunus persica f. alboplena C.K.Schneid. 만첩백도
장미과 Prunus persica f. compressa (Loudon) Rehder 감복사
장미과 Prunus persica var. nectarina (Aiton) Maxim. 숭도
장미과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densiflora (Koehne) Uyeki 가는잎벚나무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quelpaertensis Uyeki 사옥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sontagiae Nakai 꽃벚나무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장미과 Prunus serrulata var. tomentella Nakai 털벚나무
장미과 Prunus sibirica L. 시베리아살구
장미과 Prunus sibirica var. pubescens (Kostina) Kitag. 털시베리아살구
장미과 Prunus takesimensis Nakai 섬벚나무
장미과 Prunus tomentosa Thunb. 앵도나무
장미과 Prunus triloba var. truncata Kom. 풀또기
장미과 Prunus verecunda var. pendula (Nakai) W.T.Lee 처진개벚
장미과 Prunus verecunda var. semiplena (Nakai) W.T.Lee 만첩개벚
장미과 Prunus yedoensis f. nudiflora (Koehne) Rehder 제주벚나무
장미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장미과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K.Schneid. 피라칸다
장미과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콩배나무
장미과 Pyrus communis L. 서양배
장미과 Pyrus pseudocalleryana Uyeki 청위봉배나무
장미과 Pyrus pseudouipongensis Uyeki 개위봉배나무
장미과 Pyrus pyrifolia (Burm.f.) Nakai 돌배나무
장미과 Pyrus pyrifolia var. culta (Makino) Nakai 배나무
장미과 Pyrus uipongensis Uyeki 위봉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acidula (Nakai) T.B.Lee 취앙네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diamantica Uyeki 금강산돌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hakunensis (Nakai) T.B.Lee 백운배나무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macrostipes (Nakai) T.B.Lee 참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nankaiensis (Nakai) T.B.Lee 남해배나무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ovoidea Rehder 청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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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pubescens Nakai ex Kawamoto ex Nakai 털산돌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seoulensis (Nakai) T.B.Lee 문배
장미과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 T.B.Lee 합실리
장미과 Pyrus uyematsuana Makino 들배나무
장미과 Raphiolepis indica var. umbellata (Thunb.) Ohashi 다정큼나무
장미과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 병아리꽃나무
장미과 Rosa davurica Pall. 생열귀나무
장미과 Rosa davurica var. ellipsoidea Nakai 긴생열귀
장미과 Rosa kokusanensis Nakai 흑산가시
장미과 Rosa koreana Kom. 흰인가목
장미과 Rosa maximowicziana Regel 용가시나무
장미과 Rosa maximowicziana var. pilosa (Nakai) Nakai 털용가시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
장미과 Rosa multiflora var. quelpaertensis (H.Lév.) Nakai 좀찔레
장미과 Rosa rugosa Thunb. 해당화
장미과 Rosa silenidiflora Nakai 민생열귀
장미과 Rosa suavis Willd. 인가목
장미과 Rosa taisensis Nakai 대청가시나무
장미과 Rosa wichuraiana Crép. ex Franch. & Sav. 돌가시나무
장미과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장미과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장미과 Rubus hirsutus var. xanthocarpus Nakai 노란장딸기
장미과 Rubus hongnoensis Nakai 가시딸기
장미과 Rubus longisepalus Nakai 맥도딸기
장미과 Rubus longisepalus var. tozawai (Nakai )T.B.Lee 거제딸기
장미과 Rubus palmatus Thunb. 단풍딸기
장미과 Rubus parvifolius var. taquetii T.B.Lee 사슨딸기
장미과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장미과 Rubus schizostylus H.Lév. 가시복분자
장미과 Rubus sorbifolius Maxim. 거지딸기
장미과 Rubus sorbifolius var. myriadenus (H.Lév. & Vaniot) T.B.Lee 복딸나무
장미과 Rubus takesimensis Nakai 섬나무딸기
장미과 Sanguisorba hakusanensis Makino 산오이풀
장미과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장미과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장미과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Koch 팥배나무
장미과 Sorbus amurensis var. rufa Nakai 차빛당마가목
장미과 Sorbus commixta Hedlund 마가목
장미과 Sorbus commixta var. pilosa Nakai 잔털마가목
장미과 Spiraea betulifolia Pall. 둥근잎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blumei G.Don 산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chartacea Nakai 떡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chinensis Maxim. 당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microgyna Nakai 좀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nankaiensis Nakai 남해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pseudocrenata Nakai 긴잎산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trichocarpa Nakai 갈기조팝나무
장미과 Stephanandra incisa var. quadrifissa (Nakai) T.B.Lee 나비국수나무
제비꽃과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제비꽃과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제비꽃과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남산제비꽃
제비꽃과 Viola biflora L. 장백제비꽃
제비꽃과 Viola diamantiaca Nakai 금강제비꽃
제비꽃과 Viola ibukiana Makino 화엄제비꽃
제비꽃과 Viola kapsanensis Nakai 갑산제비꽃
제비꽃과 Viola koraiensis Nakai 참졸방제비꽃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제비꽃과 Viola mirabilis L. 넓은잎제비꽃
제비꽃과 Viola papilionacea Pursh 종지나물
제비꽃과 Viola patrinii DC. ex Ging. 흰제비꽃
제비꽃과 Viola raddeana Regel 선제비꽃
제비꽃과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제비꽃과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제비꽃과 Viola takesimana Nakai 섬제비꽃
제비꽃과 Viola thibaudieri Franch. & Sav. 여뀌잎제비꽃
제비꽃과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제비꽃과 Viola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제비꽃과 Viola websteri Hemsl. 왕제비꽃
조록나무과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Uyeki) T.Yamaz. 히어리
조록나무과 Hamamelis japonica Siebold & Zucc. 풍년화
조름나물과 Menyanthes trifoliata L. 조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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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름나물과 Nymphoides coreana (H.Lév.) Hara 좀어리연꽃
조름나물과 Nymphoides indica (L.) Kuntze 어리연꽃
조름나물과 Nymphoides peltata (Gmel.) Kuntze 노랑어리연꽃
주목과 Taxus caespitosa Nakai 설악눈주목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주목과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비자나무
쥐꼬리망초과 Peristrophe japonica (Thunb.) Bremek. 입술망초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쥐방울덩굴과 Asarum glabrata (C.S.Yook & J.G.Kim & J.Nam) B.U.Oh 각시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Asarum koreanum (J.G.Kim & C.S.Yook) B.U.Oh 자주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Asarum maculatum Nakai 개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Asarum patens (K.Yamaki) B.U.Oh, comb. nov. 금오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무늬족도리풀
쥐방울덩굴과 Geranium knuthii Nakai 큰세잎쥐손이
쥐손이풀과 Geranium koreanum var. hirsutum Nakai 털둥근이질풀
쥐손이풀과 Geranium lasicaulon Nakai 갈미쥐손이
쥐손이풀과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쥐손이풀과 Pelargonium inquinans Aiton 제라늄
지모과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지모
지치과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D.Oliver 당개지치
지치과 Cynoglossum zeylanicum (Vahl ex Hornem.) Thunb. ex Lehm. 섬꽃마리
지치과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지치
지치과 Mertensia asiatica (Takeda) J.F.Macbr. 갯지치
지치과 Myosotis alpestris F.W.Schmidt 물망초
지치과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 덩굴꽃마리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진달래과 Arctous ruber (Rehder & E.H.Wilson) Nakai 홍월귤
진달래과 Rhododendron aureum Georgi 노랑만병초
진달래과 Rhododendron brachycarpum D.Don ex G.Don 만병초
진달래과 Rhododendron dauricum L. 산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japonicum f. flavum (Miyoshi) Nakai 황철쭉
진달래과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꼬리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f. albiflorum (Nakai) Okuyama 흰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털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saisiuense Nakai 한라산참꽃나무
진달래과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진달래과 Rhododendron tschonoskii Maxim. 흰참꽃나무
진달래과 Rhododendron weyrichii Maxim. 참꽃나무
진달래과 Rhododendron yedoense f. albiflora Chang 흰산철쭉
진달래과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산철쭉
진달래과 Vaccinium oldhamii Miq. 정금나무
진달래과 Vaccinium uliginosum L. 들쭉나무
진달래과 Vaccinium vitis-idaea L. 월귤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질경이과 Plantago depressa Willd. 털질경이
질경이과 Plantago major var. japonica (Franch. & Sav.) Miyabe 왕질경이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f. albipetala H.D.Chang 흰동백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f. longifolia Uyeki 긴잎동백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차나무과 Camellia sasanqua Thunb. 애기동백
차나무과 Camellia sinensis L. 차나무
차나무과 Eurya emarginata (Thunb.) Makino 우묵사스레피
차나무과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차나무과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차나무과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후피향나무
참깨과 Sesamum indicum L. 참깨
참깨과 Trapella sinensis var. antenifera (H.Lév.) H.Hara 수염마름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참나무과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구실잣밤나무
참나무과 Fagus engleriana Seemen ex Diels 너도밤나무
참나무과 Quercus × alieno-serratoides T.B.Lee 신갈졸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 dentato-mongolica Nakai 떡신갈나무
참나무과 Quercus acuta Thunb. 붉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참나무과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참나무과 Quercus dentata var. fallax Nakai 청떡갈나무
참나무과 Quercus gilva Blume 개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glauca Thunb. 종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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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과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참나무과 Quercus myrsinaefolia Blume 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rubra 루브라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serrata Thunb. 졸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처녀고사리과 Thelypteris cystopteroides (D.C.Eaton) Ching 좀사다리고사리
처녀고사리과 Thelypteris interrupta (Willd.) K.Iwats. 검은별고사리
처녀고사리과 Thelypteris omeiensis (Bak.) Ching 나도진퍼리고사리
처녀고사리과 Thelypteris quelpaertensis (Christ) Ching 큰처녀고사리
처녀이끼과 Crepidomanes amabile (Nakai) K.Iwats. 난장이이끼
천남성과 Acorus calamus L. 창포
천남성과 Acorus gramineus Sol. 석창포
천남성과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ausa 천남성
천남성과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천남성과 Arisaema negishii Makino 섬천남성
천남성과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천남성과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천남성과 Colocasia esculenta (L.) Schott 토란
천남성과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 반하
초롱꽃과 Adenophora erecta S.T.Lee, J.G.Lee & S.T.Kim 선모시대
초롱꽃과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초롱꽃과 Adenophora kayasanensis Kitam. 가야산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palustris Kom. 진퍼리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pulchra Kitam. 금강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racemosa J.G.Lee & S.T.Lee 외대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remotidens Hemsl. 인천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모시대
초롱꽃과 Adenophora stricta Miq. 당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taquetii H.Lév. 섬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Hara 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verticillata Fisch. 층층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verticillata var. abbreviata H.Lév. 좀층층잔대
초롱꽃과 Adenophora verticillata var. angustifolia Regel 가는층층잔대
초롱꽃과 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ex Ker Gawl. 자주꽃방망이
초롱꽃과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초롱꽃과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초롱꽃과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Trautv. 더덕
초롱꽃과 Codonopsis minima Nakai 애기더덕
초롱꽃과 Codonopsis pilosula (Franch.) Nannf. 만삼
초롱꽃과 Codonopsis ussuriensis (Rupr. & Maxim.) Hemsl. 소경불알
초롱꽃과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초롱꽃과 Hanabusaya latisepala Nakai 검산초롱꽃
초롱꽃과 Lobelia chinensis Lour. 수염가래꽃
초롱꽃과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초롱꽃과 Platycodon grandiflorum f. albiflorum (Honda) H.Hara 백도라지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편백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pisifera (Siebold & Zucc.) Endl. 화백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var. horizontalis Nakai 뚝향나무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var. conferta (Parl.) Patschke 해변노간주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var. modesta Nakai 평강노간주
측백나무과 Thuja koraiensis Nakai 눈측백
측백나무과 Thuja orientalis L. 측백나무
층층나무과 Aucuba japonica f. variegata (Dombrain) Rehder 금식나무
층층나무과 Aucuba japonica Thunb. 식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kousa F.Buerger ex Miq. 산딸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층층나무과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콩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콩과 Albizia kalkora (Roxb.) Prain 왕자귀나무
콩과 Amphicarpaea edgeworthii Benth. 새콩
콩과 Arachis hypogaea L. 땅콩
콩과 Astragalus adsurgens Pall. 자주개황기
콩과 Astragalus dahuricus (Pall.) DC. 자주황기
콩과 Astragalus koraiensis Y.N.Lee 정선황기
콩과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황기
콩과 Astragalus membranaceus var. alpinus Nakai 제주황기
콩과 Astragalus membranaceus var. mandshuricus Nakai 염주황기
콩과 Astragalus sikokianus Nakai 갯황기
콩과 Astragalus sinicus L. 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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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Caesalpinia decapetala (Roth) Alston 실거리나무
콩과 Campylotropis macrocarpa (Bunge) Rehder 꽃싸리
콩과 Canavalia ensiformis DC. 작두콩
콩과 Canavalia lineata (Thunb.) DC. 해녀콩
콩과 Caragana koreana Nakai 참골담초
콩과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골담초
콩과 Chamaecrista nomame (Siebold) H.Ohashi 차풀
콩과 Crotalaria sessiliflora L. 활나물
콩과 Desmodium caudatum (Thunb.) DC. 된장풀
콩과 Desmodium oldhami Oliv. 큰도둑놈의갈고리
콩과 Desmodium podocarpum DC. 개도둑놈의갈고리
콩과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콩과 Dunbaria villosa (Thunb.) Makino 여우팥
콩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Nakai 개느삼
콩과 Euchresta japonica Hook.f. ex Regel 만년콩
콩과 Gleditsia japonica Miq. 주엽나무
콩과 Gleditsia sinensis Lam. 조각자나무
콩과 Glycine max (L.) Merr. 콩
콩과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콩과 Gueldenstaedtia verna (Georgi) Boriss. 애기자운
콩과 Hedysarum alpinum L. 묏황기
콩과 Indigofera grandiflora B.H.Choi 큰꽃땅비싸리
콩과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콩과 Indigofera pseudotinctoria Matsum. 낭아초
콩과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콩과 Lathyrus japonicus var. aleuticus Fernald ex Nakai 털갯완두
콩과 Lathyrus japonicus Willd. 갯완두
콩과 Lathyrus palustris subsp. pilosus (Cham.) Hultén 털연리초
콩과 Lespedeza × robusta Nakai 고양싸리
콩과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콩과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콩과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콩과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콩과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콩과 Lespedeza maximowiczii var. elongata Nakai 늦싸리
콩과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Nakai 털조록싸리
콩과 Lespedeza maximowiczii var. tricolor Nakai 삼색싸리
콩과 Lespedeza pilosa var. pedunculata T.B.Lee 긴괭이싸리
콩과 Lespedeza thunbergii var. retusa T.B.Lee. 부채싸리
콩과 Lespedeza tomentosa (Thunb.) Siebold ex Maxim. 개싸리
콩과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a Regel 벌노랑이
콩과 Maackia amurensis Rupr. & Maxim. 다릅나무
콩과 Maackia fauriei (H.Lév.) Takeda 솔비나무
콩과 Medicago ruthenica (L.) Ledeb. 노랑개자리
콩과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
콩과 Mimosa pudica L. 미모사
콩과 Oxytropis strobilacea Bunge 시루산돔부
콩과 Phaseolus coccineus L. subsp. coccineus var. coccineus 붉은강낭콩
콩과 Phaseolus vulgaris L. var. vulgaris 강낭콩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콩과 Senna occidentalis (L.) Link. 석결명
콩과 Senna tora (L.) Roxb. 결명자
콩과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고삼
콩과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
콩과 Thermopsis lupinoides (L.) Link 갯활량나물
콩과 Trifolium lupinaster f. alpinus (Nakai) M.K.Pak 제주달구지풀
콩과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
콩과 Vicia amurensis Oett. 벌완두
콩과 Vicia angustifolia L. ex Reichard 가는살갈퀴
콩과 Vicia angustifolia var. minor (Bertol.) Ohwi 가는갈퀴
콩과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ls (Thuill) K.Koch. 살갈퀴
콩과 Vicia chosenensis Ohwi 노랑갈퀴
콩과 Vicia cracca L. 등갈퀴나물
콩과 Vicia hirticalycina Nakai 나래완두
콩과 Vicia linearifolia Y.N.Lee 계방나비나물
콩과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콩과 Vicia unijuga f. angustifolia Makino ex Ohwi 긴잎나비나물
콩과 Vicia unijuga var. ohwiana (Hosok.) Nakai 함경나비나물
콩과 Vicia unijuga var. venusta Nakai 광양나비나물
콩과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콩과 Vigna angularis (Willd.) Ohwi & H.Ohashi 팥
콩과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Ohashi 새팥
콩과 Vigna nakashimae (Ohwi) Ohwi & H.Ohashi 좀돌팥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콩과 Vigna radiata (L.) Wilczek 녹두
콩과 Vigna umbellata (Thunb.) Ohwi & Ohahsi 덩굴팥
콩과 Vigna unguiculata (L.) Walp. 동부
콩과 Vigna vexillata var. tsusimensis Matsum. 돌동부
택사과 Alisma canaliculatum A.Br. & Bouché 택사
택사과 Alisma orientale (Sam.) Juz. 질경이택사
택사과 Caldesia parnassifolia (Bassi ex L.) Parl. 둥근잎택사
택사과 Sagittaria aginashi Makino 보풀
통발과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통발과 Utricularia ochroleuca R.Hartem. 북통발
통발과 Utricularia pilosa Makino 들통발
통발과 Utricularia racemosa Wall. 이삭귀개
통발과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Makino) Tamura 통발
통발과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자주땅귀개
팥꽃나무과 Daphne pseudomezereum var. koreana (Nakai) Hamaya 두메닥나무
팥꽃나무과 Diarthron linifolium Turcz. 아마풀
팥꽃나무과 Edgeworthia chrysantha Lindl. 삼지닥나무
팥꽃나무과 Stellera chamaejasme L. 피뿌리풀
팥꽃나무과 Wikstroemia ganpi (Siebold & Zucc.) Maxim. 거문도닥나무
팥꽃나무과 Wikstroemia trichotoma (Thunb.) Makino 산닥나무
포도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포도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f. elegans (K.Koch) Rehder 자주개머루
포도과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 거지덩굴
포도과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포도과 Vitis coignetiae f. glabrescens (Nakai) H.Hara 섬머루
포도과 Vitis coignetiae Pulliat ex Planch. 머루
포도과 Vitis ficifolia f. glabrata (Nakai) W.T.Lee 청까마귀머루
포도과 Vitis ficifolia var. sinuata (Regel) H.Hara 까마귀머루
포도과 Vitis flexuosa Thunb. 새머루
포도과 Vitis vinifera L. 포도
풍접초과 Cleome spinosa Jacq. 풍접초
피나무과 Corchoropsis intermedia Nakai 암까치깨
피나무과 Corchorus capsularis L. 황마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피나무과 Tilia insularis Nakai 섬피나무
피나무과 Tilia koreana Nakai 연밥피나무
피나무과 Tilia man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피나무과 Tilia semicostata Nakai 개염주나무
현삼과 Antirrhinum majus L. 금어초
현삼과 Centranthera cochinchinensis var. lutea (Hara) Hara 성주풀
현삼과 Dopatrium junceum (Roxb.) Ham. ex Benth. 등에풀
현삼과 Euphrasia coreana W.Becker 깔끔좁쌀풀
현삼과 Euphrasia coreanalpina Nakai ex Y.Kimura 애기좁쌀풀
현삼과 Euphrasia mucronulata Nakai ex Y.Kimura 산좁쌀풀
현삼과 Limnophila indica (L.) Druce 민구와말
현삼과 Limnophila sessiliflora (Vahl) Blume 구와말
현삼과 Linaria japonica Miq. 해란초
현삼과 Linaria vulgaris Hill 좁은잎해란초
현삼과 Mimulus tenellus Bunge 애기물꽈리아재비
현삼과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현삼과 Pedicularis hallaisanensis Hurus. 한라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ishidoyana Koidz. & Ohwi 애기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lunaris Nakai 칼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mandshurica Maxim. 만주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nigrescens Nakai 바위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resupinata var. umbrosa Kom. ex Nakai 그늘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spicata Pall. 이삭송이풀
현삼과 Pedicularis verticillata L. 구름송이풀
현삼과 Rehmannia glutinosa (Gaertn.) Libosch. ex Steud. 지황
현삼과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buergeriana var. quelpartensis Yamaz. 제주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cephalantha Nakai 몽울토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grayana Maxim. ex Kom. 개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큰개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kakudensis var. microphylla Nakai 좀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takesimensis Nakai 섬현삼
현삼과 Siphonostegia chinensis Benth. 절국대
현삼과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현삼과 Veronica dahurica Steven 구와꼬리풀
현삼과 Veronica didyma var. lilacina (H.Hara) T.Yamaz. 개불알풀
현삼과 Veronica insularis Nakai 섬꼬리풀
현삼과 Veronica kiusiana var. diamantiaca (Nakai) T.Yamaz. 봉래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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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현삼과 Veronica kiusiana var. glabrifolia (Kitag.) Kitag. 큰산꼬리풀
현삼과 Veronica linariifolia Pall. ex Link 꼬리풀
현삼과 Veronica linariifolia var. dilatata (Nakai & Kitag.) Nakai & Kitag. 큰꼬리풀
현삼과 Veronica linariifolia var. villosula (Nakai) T.B.Lee 털꼬리풀
현삼과 Veronica longifolia L. 긴산꼬리풀
현삼과 Veronica pusanensis Y.Lee 부산꼬리풀
현삼과 Veronica pyrethrina Nakai 큰구와꼬리풀
현삼과 Veronica rotunda Nakai 둥근산꼬리풀
현삼과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산꼬리풀
현삼과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냉초
현호색과 Corydalis albipetala B.U.Oh 흰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ambigua Cham. & Schleht. 왜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filistipes Nakai 섬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grandicalyx B.U.Oh & Y.S.Kim 갈퀴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hallaisanensis H.Lév. 탐라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염주괴불주머니
현호색과 Corydalis hirtipes B.U.Oh & J.G.Kim 털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incisa (Thunb.) Pers. 자주괴불주머니
현호색과 Corydalis namdoensis B.U.Oh & J.G.Kim 남도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ochotensis Turcz. 눈괴불주머니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현호색과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현호색과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협죽도과 Amsonia elliptica (Thunb.) Roem. & Schult. 정향풀
협죽도과 Apocynum cannabinum L. 수궁초
협죽도과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마삭줄
협죽도과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majus (Nakai) Ohwi 백화등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fortunei (A.Gray) Solms 옥녀꽃대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serratus (Thunb.) Roem. & Schult. 꽃대
홀아비꽃대과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죽절초
회양목과 Buxus koreana f. elongata (Nakai) Y.S.Kim & J.H.Kim 긴잎회양목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회양목
흑삼릉과 Sparganium erectum L. 흑삼릉
흑삼릉과 Sparganium hyperboreum Lastadius ex Beurl. 좁은잎흑삼릉
흑삼릉과 Sparganium japonicum Rothert 긴흑삼릉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고약버섯과 Mycoacia copelandii (Pat.) Aoshima et Furu. 긴송곳버섯
곰보버섯과 Morchella crassipes (Vent.) Pers. 굵은대곰보버섯
곰보버섯과 Morchella elata Fr. 키다리곰보버섯
곰보버섯과 Morchella esculenta var. esculenta (L.) Pers 곰보버섯
광대버섯과 Amanita hemibapha subsp. hemibapha 달걀버섯
광대버섯과 Amanita melleiceps 파리버섯
광대버섯과 Amanita pantherina 마귀광대버섯
광대버섯과 Amanita subjuguillea 개나리광대버섯
구멍장이버섯과 Abortiporus biennis (Bull.) Singer 유관버섯
구멍장이버섯과 Bjerkandera fumosa (Pers.) P.Karst. 흰둘레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Bjerkandera adusta (Willd.) P.Karst. 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Cerrena unicolor (Bull.) Murrill 단색구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Cryptoporus volvatus (Peck) Shear 한입버섯
구멍장이버섯과 Fomes fomentarius (L.) J.J.Kickx 말굽버섯
구멍장이버섯과 Fomitella fraxinea 장수버섯
구멍장이버섯과 Fomitopsis pinicola 잔나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Grifola albicans 다박잎새버섯
구멍장이버섯과 Grifola frondosa (Dicks.) Gray 잎새버섯
구멍장이버섯과 Laetiporus sulphureus var. miniatus 붉은덕다리버섯
구멍장이버섯과 Laetiporus sulphureus (Bull.) Murril 덕다리버섯
구멍장이버섯과 Lenzites betulina (L.) Fr. 조개껍질버섯
구멍장이버섯과 Microporus affinis (Blume&T.Nees) Kuntze 메꽃버섯
구멍장이버섯과 Microporus flabelliformis (Fr.) O.Ktze. 부채메꽃버섯
구멍장이버섯과 Phaeolus schweinitzii (Fr.) Pat. 해면버섯
구멍장이버섯과 Piptoporus befulinus 자작나무버섯
구멍장이버섯과 Polyporus arcularius (Batschex) Fr. 좀벌집버섯
구멍장이버섯과 Grifola umbellata (Pers.:Fr.) Pilát 저령
구멍장이버섯과 Pycnoporus cinnabarinus (Jacq.) Fr. 주걱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Pycnoporus coccineus (Fr.) Bondartsev & Singer 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Sarcodon aspratus 향버섯
구멍장이버섯과 Trametes versicolor 구름버섯
구멍장이버섯과 Wolfiporia cocos (F.A.Wolf) Ryvarden & Gilb. 복령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그물버섯과 Suillus granulatus 젖비단그물버섯
그물버섯과 Suillus grevillei 큰비단그물버섯
그물버섯과 Suillus luteus 비단그물버섯
꽃송이버섯과 Sparassis crispa (Wulfen) Fr. 꽃송이버섯
끈적버섯과 Gymnopilus liquiritiae (Pers.) P.Karst. 솔미치광이버섯
끈적버섯과 Gymnopilus aeruginosus (Peck) Singer 녹색미치광이버섯
끈적버섯과 Gymnopilus spectabilis (Fr.) Singer 갈황색미치광이버섯
나팔버섯과 Ramaria botrytis 싸리버섯
난버섯과 Volvariella bombycina (Schaeff.) Singer 흰비단털버섯
난버섯과 Volvariella speciosa 제주비단털버섯
난버섯과 Volvariella volvacea var. volvacea (Bull.) Singer 풀버섯
느타리과 Lentinellus cochleatus (Pers.) P.Karst. 털느타리
느타리과 Lentinellus ursinus (Fr.) Kuhn 갈색털느타리
느타리과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표고
느타리과 Lentinus lepideus 잣버섯
느타리과 Panus rudis Fr. 애참버섯
느타리과 Phyllotopsis nidulans (Pers.) Singer 귀버섯
느타리과 Pleurotus florida Eager 사철느타리
느타리과 Pleurotus ostreatus (Jacq.) P.Kumm 느타리
느타리과 Pleurotus sapidus (Schulzer) Sacc. 수원느타리
느타리과 Pleutrotu spulmonarius (Fr.) Quél. 산느타리
느타리과 Schizophyllum commune 치마버섯
독청버섯과 Kuehneromyces mutabilis (Schaeff.) Singer & A.H.Sm. 무리우산버섯
독청버섯과 Naematoloma fasciculare 노란다발
독청버섯과 Naematoloma sublateritium (Schaeff.) Quél. 개암버섯
독청버섯과 Pholiota adiposa (Batsch) P.Kumm. 검은비늘버섯
독청버섯과 Pholiota nameko (T.Ito) SIto & S.Imai 맛버섯
독청버섯과 Pholiota squarrosa (Batsch) P.Kumm. 비늘버섯
독청버섯과 Psilocybe caprophila (Fr.) P.Kumm. 좀환각버섯
독청버섯과 Stropharia rugosoannulata 독청버섯아재비
동충하초과 Cordyceps martialisSpeg. 유충흙색다발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gracilis 유충긴목구멍형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intermedia 균핵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longissima Kobayasi 제주긴뿌리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militaris (L.) Link 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nutans 노린재동충하초
동충하초과 Cordyceps pruinosa 붉은자루동충하초
두건버섯과 Chlorociboria aeruginascens 변형술잔녹청균
두건버섯과 Chlorociboria aeruginosa 녹청균
말뚝버섯과 Dictyophora indusiatus Vent. 망태버섯
말뚝버섯과 Lysurus sinensis Lloyd 용문새주둥이버섯
말뚝버섯과 Phallus impudicus L. 말뚝버섯
말뚝버섯과 Pseudocolus schellenbergiae Sumst. 세발버섯
말불버섯과 Lanopila nipponica Kawam. 댕구알버섯
말불버섯과 Lycoperdon gemmatum 말불버섯
먹물버섯과 Coprinus comatus (O.F.Müll.) Pers. 먹물버섯
모래밭버섯과 Pisolithus tinctorius (Pers.) Coker et Couch 모래밭버섯
목이과 Auricularia auricula-judae (Bull.) Quél. 목이
목이과 Auricularia polytricha (Mont.) Sacc. 털목이
목이과 Protodaedalea hispida Imazeki 미로목이
무당버섯과 Lactarius laeticolorus 붉은젖버섯
벚꽃버섯과 Hygrophorus russula 다색벚꽃버섯
불로초과 Ganoderma lucidum (Curtis) P.Karst. 불로초(영지)
불로초과 Ganoderma applanatum (Pers.) Pat. 잔나비불로초
불로초과 Ganoderma neojaponicum Imazeki 자흑색블로초
불로초과 Ganoderma tsugae Murrill 쓰가불로초
불완전균 Hymenostilbe odonatae 잠자리동충하초
붉은목이과 Dacrymyces palmatus (Schwein.) Burt 붉은목이
비단그물버섯과 Suillus aeruginascens 녹슬은비단그물버섯
산호침버섯과 Hericium coralloides 산호침버섯
산호침버섯과 Hericium erinaceum (Bull.:Fr.) Pers. 노루궁뎅이
산호침버섯과 Hericium ramosum (Mérat) Letell. 수실노루궁뎅이
소나무비늘버섯과 Inonotus xeranticus (Berk.) Pegler 기화층버섯
소나무비늘버섯과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소나무비늘버섯과 Phellinus linteus (Berk. & M.A.Curtis) Teng 목질진흙버섯
소나무비늘버섯과 Phellinus igniarius (L.) Quél. 말똥진흙버섯
소나무비늘버섯과 Phellinus gilvus 마른진흙버섯
소나무비늘버섯과 Porodaedalea pini (Brot.) Murrill 낙엽층층버섯
소똥버섯과 Agrocybe cylindracea (DC.) Gillet 버들송이
소똥버섯과 Agrocybe praecox (Pers.) Fayod 볏짚버섯
소혀버섯과 Fistulina hepatica (Schaeff.) With. 소혀버섯
솔방울털버섯과 Auriscalpium vulgare Gray 솔방울털버섯
솔방울털버섯과 Clavicorona pyxidata 좀나무싸리버섯



 다. 곤충(84종)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송이과 Armillaria mellea (Vahl:Fr.) P.Kumm. 뽕나무버섯
송이과 Armillaria tabescens (Scop.) Emel 뽕나무버섯부치
송이과 Armillariella gallica Marxm. & Romagn. 천마뽕나무버섯
송이과 Armillariella ostoyea Romagn. 조개뽕나무버섯
송이과 Clitocybe nebularis 회색깔때기버섯
송이과 Flammulina velutipes 팽이버섯
송이과 Hohenbuehelia petalodes (Bull.:Fr.) Schulzer 꼬막버섯
송이과 Hydropus erinensis (Dennis) Singer 잔디맑은대버섯
송이과 Hydropus floccipes (Fr.) Singer 맑은대버섯
송이과 Hypsizygus marmoreus (Peck) H.E.Bigelow 만가닥
송이과 Laccaria amethystea 자주졸각버섯
송이과 Laccaria laccata 졸각버섯
송이과 Laccaria vinaceoavellenea 색시졸각버섯
송이과 Lampteromyces japonicus (Kawam.) Singer 화경버섯
송이과 Lepista nuda (Bull.) Cooke 민자주방망이버섯
송이과 Lepista sordida (Fr.) Singer 자주방망이버섯아재비
송이과 Leucopaxillus giganteus (Sowerby) Singer 굴털이흰우단버섯
송이과 Lyophyllum decastes (Fr.) Singer 잿빛만가닥버섯
송이과 Lyophyllum connatum 흰주름만가닥버섯
송이과 Lyophyllum fumosum (Pers.) P.D.Orton 연기색만가닥버섯
송이과 Lyophyllum semitale (Fr.) Kühner ex Kalamees 잎만가닥버섯
송이과 Lyophyllum shimeji Kawam. 땅찌만가닥버섯
송이과 Lyophyllum sykosporum Hongo et Clémençon 반투명만가닥버섯
송이과 Marasmius oreades 선녀낙엽버섯
송이과 Oudemansiella brunneomarginata Lj.N. Vassiljeva 갈색날긴뿌리버섯
송이과 Oudemansiella mucida (Schrad.) Höhn. 끈적긴뿌리버섯
송이과 Panellus serotinus (Schrad.) Kühner 늦은꼬막버섯
송이과 Tricholoma giganteum 왕송이
송이과 Tricholoma matsutake 송이
송이과 Tricholomopsis rutilans 솔버섯
송이과 Oudemansiella pudens (Pers.) Singer 털긴뿌리버섯
송이과 Oudemansiella radicata (Relhan) Dörfelt 민긴뿌리버섯
안장버섯과 Gyromitra esculenta 마귀곰보버섯
알버섯과 Rhizopogon rubescens 알버섯
외대버섯과 Clitopilus prunulus (Scop.) P.Kumm. 매화그늘버섯
외대버섯과 Rhodophyllus sinuatum 외대버섯
우단버섯과 Paxillus atrotomentosus var. bambusinus R.E.D.Baker & W.T.Dale 좀우단버섯
우단버섯과 Pseudomerulius curtisii (Berk.) Redhead & Ginns 꽃잎우단버섯
우단버섯과 Ripartites tricholoma (Alb. & Schwein.) P.Karst. 탈버섯
주름버섯과 Agaricus bisporus (J.E.Lange) Pilát 양송이
주름버섯과 Agaricus arvensis Schaeff. ex Fr. 흰주름버섯
주름버섯과 Agaricus blazei Murrill 신령버섯
주름버섯과 Agaricus campestris var. campestris L. 주름버섯
주름버섯과 Agaricus subrutiescens 진갈색주름버섯
주름버섯과 Macrolepiota alborubescens 두엄큰갓버섯
주름버섯과 Macrolepiota procera var. procera (Scop.) Singer 큰갓버섯
트리코코마과 Isaria sinclairii 매미눈꽃동충하초
트리코코마과 Paecilomyces tenuipes 눈꽃동충하초
흰목이과 Tremella fuciformis Berk. 흰목이
흰목이과 Tremella foliacea Pers. 꽃흰목이
흰목이과 Tremella mesenterica Retz. 황금흰목이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가뢰과 Epicauta gorhami Marseul 줄먹가뢰
가뢰과 Lytta caraganae Pallas 청가뢰
가뢰과 Mylabris cichorii Linnaeus 띠띤가뢰

검정풍뎅이과 Holotrichia diomphalia (Bates) 참검정풍뎅이
검정풍뎅이과 Holotrichia oblita (Faldermann) 북한검정풍뎅이
우단풍뎅이과 Sericania koryoensis Murayama 광릉다색우단풍뎅이
고치벌과 Braconidae spp. 고치벌류
과실파리과 Paroxyna sada (Dirlbek et Dirlbekova) 산알락좀과실파리
광대노린재과 Poecilocoris lewisi (Distant) 광대노린재
귀뚜라미과 Loxoblemmus doenitzi Stein 모대가리귀뚜라미
귀뚜라미과 Velarifictorus mikado (Saussure) 극동귀뚜라미
풀종다리과 Svistella bifasciata (Shiraki) 풀종다리
귀뚜라미과 Teleogryllus emma (Ohmachi et Matsumura) 왕귀뚜라미
방울벌레과 Meloimorpha japonica (De Haan) 방울벌레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길앞잡이과 Cicindela(Cylindela) obliquefasciata Adams 화홍깔다구길앞잡이
꽃무지과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 흰점박이꽃무지
꿀벌과 Bombus ignitus Smith 호박벌
꿀벌과 Bombus ardens ardens Smith 좀뒤영벌
꿀벌과 Bombus hypocrita sapporoensis Cockerell 삽포로뒤영벌
꿀벌과 Bombus consobrinus wittenburgi Vogt 황토색뒤영벌
꿀벌과 Bombus koreanus Skorikov 참호박뒤영벌
꿀벌과 Bombus ussurensis Radoszkowski 우수리뒤영벌
꿀벌과 Bombus opulentus Smith 참뒤영벌
가위벌과 Osmia cornifrons Radoszkowsky 머리뿔가위벌
가위벌과 Osmia pedicornis Cockerell 뿔가위벌
가위벌과 Osmia satoi Yasumatsu et Hirashima 사토뿔가위벌
가위벌과 Osmia jacoti Cockerell 꼬마민뿔가위벌
가위벌과 Osmia taurus Simth 붉은뿔가위벌
가위벌과 Megachile lapponica Thomson 노란줄가위벌
가위벌과 Megachile nipponica Cockerell 장미가위벌
가위벌과 Megachile remota Smith 극동가위벌
가위벌과 Chalicodoma spissula Cockerell 애가위벌
가위벌과 Megachile subtranquilla Yasumatsu 흰줄가위벌
줄나비과 Limenitis homeyeri Tancré 제삼줄나비
네발나비과 Nymphalis urticae (Ninnaeus) 쐐기풀나비
돌담무늬나비과 Dichorragia nesimachus Boisduval 먹그림나비
누에나방과 Bombyx mori (Linnaeus) 누에나방
등에과 Tabanus galloisi Kôno et Takahasi 갈로이스등에
등에과 Tabanus mandarinus Schiner 재등에
땅강아지과 Gryllotalpa orientalis (Burmeister) 땅강아지
쌍살벌과 Polistes nipponensis Saussure 어리별쌍살벌
맵시벌과 Ichneumonidae spp. 맵시벌류
삽사리과 Podismopsis genicularibus (Shiraki) 검정무릎삽사리
풀무치과 Locusta migratoria (Linnaeus) 풀무치
명주잠자리과 Myrmeleon formicarius (Linnaeus) 애명주잠자리
모메뚜기과 Euparatettis insularis Bey-Bienko 장삼모메뚜기
물방개과 Cybister (Cybister) japonicus Sharp 물방개
물방개과 Cybister (G.) lewisianus Sharp 동쪽애물방개

무화과깍지벌레과 Ericerus pela (Chavannes) 쥐똥밀깍지벌레
개미반날개과 Paederus fuscipes Curtis 청딱지개미반날개
바둑돌부전나비과 Taraka hamada (H.Druce) 바둑돌부전나비
녹색부전나비과 Coreana raphaelis (Oberthür) 붉은띠귤빛부전나비
녹색부전나비과 Shirozua jonasi (Janson) 민무늬귤빛부전나비
녹색부전나비과 Wagimo signata (Butler) 참나무부전나비
녹색부전나비과 Ahlbergia frivaldszkyi (Lederer) 북방쇳빛부전나비
뿔나방과 Teleiodes cyrtocostella Park 판돌기비늘뿔나방
뿔나방과 Teleiodes klaussattleri Park 큰판돌기비늘뿔나방
뿔나방과 Pseudotelphusa acrobrunella Park 오렌지비늘뿔나방
뿔나방과 Tornodoxa longiella Park 긴날개털수염뿔나방
뿔매미과 Tricentrus yagoi Kato 야고뿔매미
사슴벌레과 Dorcus hopei binodulosus (Waterhouse) 왕사슴벌레
산누에나방과 Samia cynthia (Drury) 가중나무고치나방
산누에나방과 Antheraea pernyi (Guérin-Méneville) 산누에나방
소똥구리과 Corpris ochus (Motschulsky) 뿔소똥구리
소똥구리과 Liatongus phanaeoides (Westwood) 창뿔소똥구리
소똥구리과 Onthophagus fodiens Waterhouse 모가슴소똥풍뎅이
소똥구리과 Onthophagus lenzii Harold 렌지소똥풍뎅이
왕잠자리과 Anax parthenope julius Brauer 왕잠자리
원뿔나방과 Promalactis albipunctata Park et. Park 구슬무늬큰원뿔나방
이리응애과 Phytoseiidae spp. 이리응애류
검정꼬마잎벌과 Monophadnus koreana Konow 고려노랑잎벌
고추잠자리과 Sympetrum darwinianum (Selys) 여름좀잠자리
노란허리잠자리과 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노란허리잠자리
나비잠자리과 Rhyothemis fuliginosa Selys 나비잠자리
장수풍뎅이과 Allomyrina dichotoma (Linnaeus) 장수풍뎅이
좀벌상과 Chalcidoidea spp. 좀벌류



 라. 가축(6종)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소 Bos taurus 한우
돼지 Sus scrofa domesticus 재래돼지
닭 Gallus gallus domesticus 재래닭
염소 Capra aegagrus hircus 흑염소
말 Equus caballus 제주마
개 Canis lupus familiaris 재래개

2. 국내 육성 품종 
 가. 국내육성 품종은 국가기관에서 출원하여 종자산업법 제55조에 따라 품종보

호권이 설정등록되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품종을 대상
으로 한다. 

 나. 가항의 품종 중에서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품종은 제외한다. 

과명 학명 작물명(종명) 비고
집게벌레과 Forficula mikado Burr 노랑날개집게벌레
잔산잠자리과 Epophthalmia elegans (Brauer) 산잠자리
측범잠자리과 Asiagomphus melanopsoides (Doi) 산측범잠자리
팔랑나비과 Hesperia florinda (Linnaeus) 꽃팔랑나비
풍뎅이과 Anomala corpulenta Motschulsky 다색줄풍뎅이
하늘소과 Trichoferus flavopubescens (Kolbe) 닮은털보하늘소
호랑나비과 Papilio xuthus Linnaeus 호랑나비
흰나비과 Pontia edusa (Fabricius) 풀흰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