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M(Ⅱ)이 경남 과학교육의 주춧돌이 되길

현대 사회는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다양한 요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과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탐구는 

그 어떤 경험보다 값지고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환경 조건을 갖춘 자연 속에서 관찰, 측정, 조사, 

채집, 발표, 토의 등의 활동을 통하여 탐구 능력을 신장하고,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하며 이 과정에서 협업능력과 과학적 소통능력을 갖춤으

로써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학교에서의 자연관찰 학습 및 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분포하는 교재생물 채집 장소, 분

포 생물 목록 및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각 학교 주변에서 관찰·채집하

여 과학교육의 현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교재생물 채집장소 지도

(ECMⅡ)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은 튼튼한 기초과학

의 토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출발은 다양한 생물의 세밀한 관찰과 분석일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조사하느라 고생하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

며 이 자료집이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경남과학교

육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 12. 22.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김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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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며느리밑씻개 여뀌바늘 [수생식물] 부엽식물

개갓냉이 물꼬챙이골 젓가락나물 수련

개여뀌 미국가막사리 쥐꼬리망초 왜개연꽃

겨풀 바람하늘지기 한련초 자라풀

괭이밥 바랭이

금방동사니 사마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까마중 새콩 물억새 개구리밥

나도개피 세모고랭이 물옥잠 부레옥잠

나도겨풀 소리쟁이 보풀

닭의장풀 쇠무릎 부들 [수생식물] 침수식물

돌피 수염가래꽃 질경이택사 검정말

찾기 쉬운 생물들

<수련> <왜개연꽃> <자라풀> <검정말>

01

거제거제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다공마을 연꽃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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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매듭풀 여뀌 [수생식물] 부수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물칭개나물 여뀌바늘 개구리밥

가시상치 미국가막사리 좀깨잎나무 좀개구리밥

갈풀 미나리 환삼덩굴

개갓냉이 비짜루국화 황새냉이 [수생식물] 침수식물

개비름 새삼 검정말

고마리 선버들 [수생식물] 정수식물 말즘

골풀 속속이풀 부들 실말

느릅나무 쇠무릎

달뿌리풀 쇠별꽃 [수생식물] 부엽식물 [조류]

담쟁이덩굴 수강아지풀 마름 해캄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검정말> <달뿌리풀> <환삼덩굴>

02

거제거제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독봉산웰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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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식물] 도깨비바늘 쇠무릎 물억새

가는잎왕고들빼기 도꼬마리 수강아지풀 애기부들

개모시풀 돌나물 수크령

개오동나무 돼지풀 애기똥풀 [수생식물] 부엽식물

계요등 매듭풀 이질풀 마름

고마리 며느리밑씻개 쥐꼬리새풀

그령 모시풀 팽나무 [수생식물] 침수식물

나팔꽃 미국나팔꽃 환삼덩굴 검정말

느릅나무 비짜루국화 물수세미

달뿌리풀 사위질빵 [수생식물] 정수식물

닭의장풀 선버들 노랑꽃창포

찾기 쉬운 생물들

<닭의장풀> <도꼬마리> <개모시풀> <마름>

03

거제거제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죽전새마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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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나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구리밥

갈풀 박주가리 노랑꽃창포 좀개구리밥

겨풀 버즘나무 애기부들

고마리 새콩 연꽃 [수생식물] 침수식물

골풀 쇠비름 검정말

괭이밥 애기똥풀 [수생식물] 부엽식물 말즘

닭의장풀 애기메꽃 노랑어리연꽃 붕어마름

담쟁이덩굴 왕고들빼기 마름 실말

뚜껑덩굴 왕벚나무 수련

미국가막사리 주목 [조류]

미국자리공 큰물칭개나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해캄

찾기 쉬운 생물들

<노랑꽃창포> <애기부들> <수련> <검정말>

04

거창거창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110

거창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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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식물] 소리쟁이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죽나무 왕버들 마름

강아지풀 쥐보리

겨풀 참마 [수생식물] 부수식물

그령 취명아주 개구리밥

달맞이꽃 환삼덩굴

달뿌리풀 [수생식물] 침수식물

메귀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검정말

며느리배꼽 노랑꽃창포 말즘

사마귀풀 부들

선버들

찾기 쉬운 생물들

<달맞이꽃> <달뿌리풀> <부들> <검정말>

05

거창거창
주소 : 경상남도 거창읍 심소정길 (거창스포츠파크 앞)

황강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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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식물] 미국가막사리 이삭사초 [수생식물] 침수식물

갈풀 미나리 족제비싸리 검정말

개기장 방동사니 쥐꼬리새풀

개밀 붉은토끼풀 질경이

고마리 새삼 큰고랭이

골풀 선버들 토끼풀

그령 쇠비름

달맞이꽃 수강아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달뿌리풀 애기메꽃 갈대

둥근잎나팔꽃 왕버들 부들

멍석딸기 원추천인국 질경이택사

찾기 쉬운 생물들

<달뿌리풀> <미나리> <부들> <질경이택사>

06

거창거창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남상면 대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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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국가막사리

가시상치 소리쟁이

개망초 쇠무릎

개밀 쑥

고마리 애기똥풀

다닥냉이 큰물칭개나물

달맞이꽃 환삼덩굴

달뿌리풀

뚱단지

망초

찾기 쉬운 생물들

<가시상치> <다닥냉이> <달뿌리풀> <큰물칭개나물>

07

거창거창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방촌길 61-10 

방촌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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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망초 족제비싸리 [수생식물] 침수식물

개비름 매듭풀 쥐꼬리새풀 검정말

겨풀 미국개기장 질경이 말즘

고마리 방동사니 한련초

그령 새콩

금강아지풀 선버들 [수생식물] 정수식물

도깨비바늘 쇠무릎 갈대

돌콩 수강아지풀

돌피 수까치깨 [수생식물] 부엽식물

땅빈대 수크령 마름

마디풀 왕바랭이

찾기 쉬운 생물들

<마디풀> <수까치깨> <갈대> <마름>

08

고성고성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고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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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국가막사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비름 바랭이 물억새

개여뀌 비짜루국화 부들

고마리 서양민들레

깨풀 소리쟁이

나팔꽃 쇠비름

닭의장풀 수까치깨

도깨비바늘 여뀌바늘

돌피 왕고들빼기

명아주 한련초

물피

찾기 쉬운 생물들

<개여뀌> <고마리> <깨풀> <한련초>

09

고성고성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고성국민체육센터 앞 송학고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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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겨풀 노랑꽃창포 검정말

능수쇠뜨기 물달개비

돌피 보풀

비비추 물억새

사마귀풀 연꽃

애기메꽃

여뀌 [수생식물] 부엽식물

인동덩굴 노랑어리연꽃

참새피 마름

천수국 수련

찾기 쉬운 생물들

<수련> <보풀> <연꽃> <검정말>

10

고성고성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상리연꽃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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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부용 왕고들빼기 매자기

강아지풀 부처꽃 족제비싸리 부들

달맞이꽃 비짜루국화 주홍서나물 애기부들

돌콩 새삼 질경이 연꽃

매듭풀 새팥 찔레꽃

며느리배꼽 소리쟁이 큰고랭이 [수생식물] 부엽식물

명아주 수강아지풀 토끼풀 수련

물칭개나물 쑥 환삼덩굴

미국가막사리 아까시나무 [수생식물] 침수식물

미나리 애기메꽃 [수생식물] 정수식물 검정말

벌개미취 여뀌 갈대

찾기 쉬운 생물들

<갈대> <부들> <연꽃> <검정말>

11

고성고성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수남유수지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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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물꼬챙이골 익모초 애기부들

개다래 바랭이 자귀나무 연꽃

개밀 박주가리 팽나무

겨풀 배풍등 해당화 [수생식물] 부엽식물

계요등 선버들 황매화 노랑어리연꽃

광나무 쇠뜨기 회양목 마름

눈향나무 쇠치기풀 수련

느티나무 씀바귀

담쟁이덩굴 애기메꽃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메타세콰이아 왕버들 갈대 검정말

무화과나무 이대 물억새 대가래

찾기 쉬운 생물들

<애기부들> <연꽃> <노랑어리연꽃> <수련>

12

김해김해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연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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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땅비싸리 새삼 [수생식물] 정수식물

강피 뚜껑덩굴 선버들 갈대

개망초 매듭풀 스트로브잣나무 물옥잠

개밀 미나리 여뀌 부들

고마리 바늘꽃 왕고들빼기

괭이사초 박주가리 왕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깨풀 부처꽃 왕질경이 애기가래

달맞이꽃 비수리 자귀나무

달뿌리풀 사마귀풀 젓가락나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돌콩 사상자 주름조개풀 검정말

돌피 사위질빵 쥐보리 말즘

찾기 쉬운 생물들

<부처꽃> <물옥잠> <애기가래> <검정말>

13

김해김해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율하천 신리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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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사마귀풀 줄 [수생식물] 침수식물

가락지나물 선버들 창포 나사말

가시박 쇠무릎

고마리 왕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골풀 이삭사초 노랑어리연꽃

단풍잎돼지풀 이삭여뀌 마름

돼지풀

마디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미국가막사리 갈대 개구리밥

미꾸리낚시 물억새

버드나무 앵무새깃

찾기 쉬운 생물들

<갈대> <물억새> <마름> <줄>

14

김해김해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화포천습지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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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나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사위질빵 갈대

가시상치 선버들 노랑꽃창포

갈풀 소리쟁이 부들

겨풀 애기똥풀

고마리 여뀌

달뿌리풀 왕버들

닭의장풀 익모초

며느리배꼽 자귀나무

물봉선 족제비싸리

미국자리공

찾기 쉬운 생물들

<물봉선> <애기똥풀> <자귀나무> <부들>

15

남해남해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봉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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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수생식물] 정수식물

달맞이꽃 갈대

닭의장풀 노랑꽃창포

도깨비바늘

돼지풀

매듭풀

며느리배꼽

모시풀

새삼

소리쟁이

찔레꽃

찾기 쉬운 생물들

<돼지풀> <매듭풀> <소리쟁이> <노랑꽃창포>

16

남해남해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봉천교 인근 늪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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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쇠무릎 [수생식물] 부엽식물

고마리 사위질빵 마름

닭의장풀 왕고들빼기 수련

돌콩 차풀

돼지풀 환삼덩굴

망초

며느리배꼽 [수생식물] 정수식물

미국가막사리 갈대

배롱나무

비짜루국화

사위질빵

찾기 쉬운 생물들

<사위질빵> <마름> <수련> <갈대>

17

남해남해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앵강다숲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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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피 사위질빵 [수생식물] 정수식물

갈풀 때죽나무 쇠무릎 매자기

개모시풀 며느리밑씻개 알방동사니 물억새

고마리 며느리배꼽 여뀌 애기부들

골풀 명아주 여뀌바늘 창포

금강아지풀 미나리 여우팥

금방동사니 바람하늘지기 왕고들빼기

까마귀머루 박주가리 익모초

깨풀 부처꽃 지칭개

달뿌리풀 비짜루국화 큰물칭개나물

닭의장풀 사마귀풀 한련초

찾기 쉬운 생물들

<미나리> <여우팥> <매자기> <창포>

18

남해남해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이로 606-15 (무림사거리, 이동교 부근)

이동면 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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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쑥

강아지풀 왕고들빼기

개밀 좀작살나무

달뿌리풀 취명아주

닭의장풀 환삼덩굴

담쟁이덩굴

둥근잎나팔꽃 [조류]

때죽나무 해캄

망초

미국가막사리

새삼

찾기 쉬운 생물들

<달뿌리풀> <미국가막사리> <왕고들빼기> <해캄>

19

남해남해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894-1

삼동면 화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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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며느리배꼽 [수생식물] 정수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미국가막사리 갈대

갈퀴나물 사위질빵 줄

강피 선버들

계요등 소리쟁이 [수생식물] 부수식물

고마리 쇠무릎 좀개구리밥

기생여뀌 수강아지풀

달뿌리풀 쑥

닭의장풀 여뀌

돌피 이삭사초

돼지풀 환삼덩굴

찾기 쉬운 생물들

<갈퀴나물> <계요등> <고마리> <줄>

20

밀양밀양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감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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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여뀌바늘 [조류]

개비름 왕바랭이 해캄

고마리 참방동사니

미국가막사리 털별꽃아재비

바랭이

사마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속속이풀 물옥잠

송이고랭이 연꽃

쇠비름

수염가래꽃 [수생식물] 부수식물

여뀌 좀개구리밥

찾기 쉬운 생물들

<사마귀풀> <여뀌바늘> <물옥잠> <연꽃>

21

밀양밀양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23

밀양연꽃단지



| 22 |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왕버들 노랑어리연꽃 붕어마름

개망초 환삼덩굴 마름

달맞이꽃 자라풀

돌콩 [수생식물] 정수식물

뚜껑덩굴 갈대 [수생식물] 부수식물

물피 물달개비 개구리밥

미꾸리낚시 물억새 생이가래

비수리 줄

사마귀풀 [수생식물] 침수식물

쇠뜨기 [수생식물] 부엽식물 검정말

쇠무릎 개연꽃 말

찾기 쉬운 생물들

<노랑어리연꽃> <생이가래> <검정말> <붕어마름>

22

밀양밀양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삼랑진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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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사마귀풀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죽나무 사위질빵 마름

강아지풀 새콩

고마리 소리쟁이 [조류]

나도바랭이새 큰까치수염 해캄

닭의장풀 팽나무

물꼬챙이골 한련초

미꾸리낚시

미나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바랭이 노랑꽃창포

박태기나무

찾기 쉬운 생물들

<나도바랭이새> <물꼬챙이골> <사마귀풀> <노랑꽃창포>

23

밀양밀양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아리랑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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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여뀌바늘 [수생식물] 부수식물 [조류]

개여뀌 족제비싸리 개구리밥 해캄

겨풀 좀개구리밥

광대싸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굴참나무 애기부들 [수생식물] 침수식물

미국가막사리 검정말

뽕나무 [수생식물] 부엽식물 대가래

산딸기 가시연꽃 말즘

속속이풀 마름 붕어마름

알방동사니

여뀌

찾기 쉬운 생물들

<개구리밥> <가시연꽃> <마름> <붕어마름>

24

사천사천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226-3

두량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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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돼지풀 석잠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갈퀴나물 매듭풀 선버들 갈대

개기장 메꽃 솔방울고랭이 노랑꽃창포

개속새 며느리밑씻개 알방동사니 애기부들

겨풀 며느리배꼽 여뀌

고마리 미국자리공 여뀌바늘 [수생식물] 부엽식물

골풀 미나리 왕버들 마름

낙지다리 박주가리 이삭사초

능수쇠뜨기 붉나무 참새피 [수생식물] 침수식물

달뿌리풀 사마귀풀 큰물칭개나물 검정말, 물수세미

도꼬마리 새삼 키버들 톱니나자스말

찾기 쉬운 생물들

<낙지다리> <도꼬마리> <물수세미> <톱니나자스말>

25

사천사천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51 (도담도담어린이집 앞)

사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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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둥근잎유홍초 찔레꽃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뚱단지 팽나무 마름

가막사리 멍석딸기 환삼덩굴 수련

가시상치 며느리배꼽

겨풀 미국자리공 [수생식물] 정수식물

계요등 미나리 갈대

까마귀머루 박주가리 노랑꽃창포

나도바랭이새 선버들 물억새

닭의장풀 쇠무릎 부들

도깨비바늘 쑥부쟁이 연꽃

돌콩 인동덩굴 창포

찾기 쉬운 생물들

<연꽃> <창포> <마름> <수련>

26

사천사천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서택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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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망초 노랑꽃창포 개구리밥

겨풀 보풀 좀개구리밥

골풀 부들

괭이밥 애기부들 [수생식물] 침수식물

물꼬챙이골 연꽃 검정말

미나리 붕어마름

비짜루국화 [수생식물] 부엽식물

선버들 마름

왕고들빼기 어리연꽃

흰여뀌

찾기 쉬운 생물들

<부들> <연꽃> <마름> <검정말>

27

사천사천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초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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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달맞이꽃 왕고들빼기 [수생식물] 침수식물

갈퀴덩굴 달뿌리풀 왕골 검정말

갈풀 도깨비바늘 전동싸리

개망초 돼지풀 좀깨잎나무

개밀 메귀리 칡

개여뀌 메꽃 팽나무

고들빼기 며느리배꼽 환삼덩굴

구기자나무 명아주

느티나무 미국가막사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능수쇠뜨기 선버들 갈대

다닥냉이 쑥

찾기 쉬운 생물들

<다닥냉이> <달뿌리풀> <메꽃> <검정말>

28

산청산청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경호중고등학교 앞)

금서면 화계교



http://gnse.gne.go.kr | 29 |

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금계국 매듭풀 새팥

가죽나무 금방동사니 며느리배꼽 소리쟁이

갈풀 까마중 명아주 쇠무릎

강피 나팔꽃 바랭이 쇠비름

개피 눈갯버들 박주가리 수까치깨

고마리 다닥냉이 방동사니 여뀌

골풀 달뿌리풀 배암차즈기 여우주머니

곰솔 도깨비바늘 비수리 제비꽃

광대싸리 돌콩 비짜루국화 좀깨잎나무

괭이밥 돼지풀 사위질빵 차풀

그령 뚱단지 새삼 황새냉이

찾기 쉬운 생물들

<곰솔> <눈갯버들> <달뿌리풀> <사위질빵>

29

산청산청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산청군민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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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메귀리 쇠비름

갈풀 며느리배꼽 왕버들

개망초 박태기나무 키버들

개밀 붉은토끼풀 환삼덩굴

겨풀 뽕나무

고들빼기 사상자 [수생식물] 정수식물

고마리 새 부들

괴불주머니 새콩

능수쇠뜨기 선버들

닭의장풀 소리쟁이

뚱단지 쇠무릎

찾기 쉬운 생물들

<겨풀> <고마리> <닭의장풀> <부들>

30

산청산청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9-5 

산청중학교차황분교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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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뽕나무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망초 선버들 부들

개모시풀 선피막이 연꽃

겨풀 쇠뜨기

고비 쇠무릎 [수생식물] 부엽식물

괭이밥 애기똥풀 마름

두릅나무 양지꽃 수련

띠 왕버들

메꽃 좀깨잎나무 [수생식물] 부수식물

미국자리공 참마 좀개구리밥

붓꽃 통발

찾기 쉬운 생물들

<부들> <연꽃> <수련> <통발>

31

산청산청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신등고등학교 앞)

장승배기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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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사마귀풀 자귀풀 애기부들

강아지풀 새콩 조개풀 연꽃

개망초 선버들 칠엽수

겨풀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수생식물] 부엽식물

골풀 소리쟁이 토끼풀 노랑어리연꽃

느티나무 송이고랭이 마름

돌콩 쇠치기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련

매듭풀 수양버들 갈대

물꼬챙이골 알방동사니 노랑꽃창포 [수생식물] 부수식물

미국가막사리 왕고들빼기 매자기 개구리밥

비수리 왕벚나무 부들 좀개구리밥

찾기 쉬운 생물들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노랑꽃창포> <노랑어리연꽃>

32

양산양산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2길 25

양산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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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쇠뜨기 [수생식물] 부엽식물

계요등 쇠무릎 마름

괭이사초 왕버들 자라풀

단풍잎돼지풀 이삭사초

닭의장풀 환삼덩굴 [수생식물] 부수식물

뚜껑덩굴 개구리밥

매듭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생이가래

물쑥 갈대

미꾸리낚시 물억새

비수리 줄

소리쟁이

찾기 쉬운 생물들

<줄> <생이가래> <자라풀> <마름>

33

양산양산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74 

원동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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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박주가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소시랑개비 부처꽃 갈대 개구리밥

개피 사마귀풀 물옥잠 통발

겨풀 선버들 보풀

괭이사초 수염가래꽃 부들 [수생식물] 침수식물

금방동사니 알방동사니 줄 붕어마름

나도미꾸리낚시 여뀌바늘

능수쇠뜨기 쥐보리 [수생식물] 부엽식물 [조류]

단풍잎돼지풀 참방동사니 노랑어리연꽃 해캄

돌피 털별꽃아재비 마름

들깨풀 한련초 수련

찾기 쉬운 생물들

<부처꽃> <물옥잠> <수련> <붕어마름>

34

양산양산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황산문화체육공원 습지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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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금계국 미국자리공 털별꽃아재비

갈풀 달뿌리풀 바랭이 환삼덩굴

강아지풀 닭의장풀 붉은토끼풀

강피 돌콩 사철나무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갓냉이 돌피 소리쟁이 부들

개망초 뚱단지 쇠뜨기

개소시랑개비 마 쇠무릎

개여뀌 마디풀 쑥

계요등 메꽃 오리새

고마리 명아주 원추천인국

금강아지풀 미국가막사리 쥐깨풀

찾기 쉬운 생물들

<강피> <개갓냉이> <붉은토끼풀> <부들>

35

양산양산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화야강 구평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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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달뿌리풀 사위질빵 노랑꽃창포

가는잎왕고들빼기 닭의장풀 소리쟁이 부들

가락지나물 돌콩 쇠뜨기

개모시풀 돌피 쇠무릎 [수생식물] 부엽식물

겨풀 둥근잎유홍초 이삭사초 마름

고마리 땅빈대 장구채

골풀 마디풀 젓가락나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까마중 메꽃 큰고랭이 물수세미

깨풀 며느리배꼽 톱니나자스말

나도바랭이새 미꾸리낚시 [수생식물] 정수식물

나팔꽃 바랭이 갈대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가락지나물> <둥근잎유홍초> <미꾸리낚시>

36

의령의령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새가례로 40 (가례면사무소 앞)

가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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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국자리공 수강아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미나리 수크령 노랑꽃창포

강피 박주가리 애기똥풀

개기장 사마귀풀 여뀌 [수생식물] 부엽식물

고마리 사위질빵 여뀌바늘 마름

달뿌리풀 산국 왕버들

닭의장풀 새삼 이팝나무 [수생식물] 침수식물

돌나물 선이질풀 익모초 검정말

돌콩 소리쟁이 쥐꼬리망초 나사말

뚜껑덩굴 솔방울고랭이 쥐꼬리새풀 말즘

며느리밑씻개 쇠무릎 한련초 물수세미

찾기 쉬운 생물들

<돌나물> <솔방울고랭이> <나사말> <물수세미>

37

의령의령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감암리787-1 (하수종말처리시설 표지판 부근)

부림면 감암리 신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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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젓가락나물 [수생식물] 부엽식물 [조류]

겨풀 큰고랭이 노랑어리연꽃 해캄

금방동사니 큰물칭개나물 마름

나도미꾸리낚시 한련초 자라풀

망초

며느리밑씻개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물피 물달개비 개구리밥

미국자리공 부들

소리쟁이 줄 [수생식물] 침수식물

송이고랭이 질경이택사 검정말

여뀌

찾기 쉬운 생물들

<큰고랭이> <여뀌> <물달개비> <질경이택사>

38

의령의령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10-3 

의령천 백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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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피 쑥 [수생식물] 부엽식물

강아지풀 뚜껑덩굴 애기똥풀 노랑어리연꽃

강피 마디풀 애기메꽃

개모시풀 망초 여뀌 [수생식물] 침수식물

갯버들 미국가막사리 주름조개풀 검정말

고마리 미나리 큰물칭개나물 물수세미

괭이밥 비짜루국화 흰여뀌 톱니나자스말

깨풀 뽕나무

달뿌리풀 선버들 [수생식물] 정수식물

닭의장풀 소리쟁이 노랑꽃창포

돌콩 쇠무릎

찾기 쉬운 생물들

<뚜껑덩굴> <흰여뀌> <노랑어리연꽃> <검정말>

39

의령의령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494-40 

의령군민문화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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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피 여뀌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시상치 둥근잎나팔꽃 여우주머니 마름

개밀 망초 이삭사초

개비름 매듭풀 익모초 [수생식물] 부수식물

고마리 미국가막사리 주름조개풀 개구리밥

금강아지풀 미나리 큰물칭개나물 좀개구리밥

달맞이꽃 바랭이

닭의덩굴 붉은토끼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도깨비바늘 새삼 갈대 검정말

도꼬마리 쇠별꽃 노랑꽃창포 붕어마름

돌콩 애기똥풀 애기부들

찾기 쉬운 생물들

<달맞이꽃> <미국가막사리> <개구리밥> <검정말>

40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11

가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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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닭의장풀 비수리 왕가시나무

강아지풀 도깨비바늘 사위질빵 쥐꼬리망초

개기장 돌콩 새팥 환삼덩굴

개불알풀 돌피 서양민들레

겨풀 땅빈대 선버들 [수생식물] 정수식물

고마리 매듭풀 소리쟁이 물달개비

깨풀 메꽃 쇠뜨기

나팔꽃 미국나팔꽃 쑥 [수생식물] 침수식물

달맞이꽃 미국자리공 아까시나무 검정말

달뿌리풀 미나리 애기나팔꽃

닭의덩굴 바랭이 여뀌

찾기 쉬운 생물들

<달뿌리풀> <닭의장풀> <애기나팔꽃> <쥐꼬리망초>

41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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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쇠별꽃 물옥잠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갓냉이 여뀌 부들 개구리밥

계요등 왕버들 연꽃 생이가래

기생여뀌 제비꽃 줄 좀개구리밥

나도바랭이새 쥐꼬리망초

도루박이 흰여뀌 [수생식물] 부엽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돌콩 가시연꽃 검정말

메꽃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련 나자스말

방가지똥 노랑꽃창포 노랑어리연꽃 붕어마름

사위질빵 물달개비 마름 통발

새 물억새 어리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연꽃> <도루박이> <노랑어리연꽃> <나자스말>

42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911-11 

강주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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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뚜껑덩굴 왕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는잎왕고들빼기 마삭줄 이삭사초 마름

가막사리 며느리배꼽 익모초 자라풀

개모시풀 물피 쥐꼬리망초

개여뀌 미나리 쥐꼬리새풀 [수생식물] 부수식물

겨풀 바랭이 질경이 개구리밥

고마리 박주가리 한련초 좀개구리밥

금강아지풀 쇠무릎

꼭두서니 수강아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나도바랭이새 수크령 애기부들 붕어마름

돌피 애기똥풀 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겨풀> <애기부들> <연꽃> <붕어마름>

43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102-1

금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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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바랭이 환삼덩굴 [수생식물] 침수식물

강아지풀 비수리 나사말

겨풀 비짜루국화 [수생식물] 정수식물

고마리 선버들 물억새

달맞이꽃 소리쟁이 부들

달뿌리풀 쑥 연꽃

도깨비바늘 여뀌 줄

뚜껑덩굴 여뀌바늘

뚱단지 왕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매듭풀 이삭사초 마름

며느리밑씻개 족제비싸리 자라풀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여뀌바늘> <줄> <나사말>

44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반성천 다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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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무릇 제비꽃

가는잎왕고들빼기 미국가막사리 주름조개풀

개여뀌 바람하늘지기 쥐꼬리망초

고마리 사마귀풀 파대가리

꼭두서니 사위질빵 흰여뀌

나도바랭이새 새콩

댕댕이덩굴 솔새 [수생식물] 정수식물

도깨비바늘 쇠무릎 갈대

돌피 알방동사니 노랑꽃창포

등골나물 왕버들 벗풀

며느리배꼽 자귀풀 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바람하늘지기> <파대가리> <노랑꽃창포> <연꽃>

45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비실마을 용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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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콩 쇠비름 [수생식물] 부엽식물

강아지풀 돌피 수강아지풀 자라풀

강피 둥근잎유홍초 여뀌

개기장 땅빈대 왕바랭이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비름 뚜껑덩굴 한련초 개구리밥

겨풀 마디풀 환삼덩굴 좀개구리밥

고마리 매듭풀

금강아지풀 미국가막사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기생여뀌 바랭이 갈대

나도미꾸리낚시 사마귀풀 부들

닭의장풀 선버들 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금강아지풀> <기생여뀌> <강아지풀> <개구리밥>

46

진주진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월평마을

장재못 월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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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닭의장풀 원추리 노랑꽃창포

강아지풀 돌콩 원추천인국 애기부들

강피 땅빈대 쥐꼬리망초 연꽃

겨풀 뚜껑덩굴 쥐꼬리새풀

고마리 매듭풀 질경이 [수생식물] 부엽식물

금강아지풀 미국가막사리 큰고랭이 노랑어리연꽃

금방동사니 미나리 한련초 수련

기생여뀌 바랭이 흰여뀌

깨풀 부처꽃 [수생식물] 부수식물

낙우송 수강아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구리밥

다닥냉이 왕바랭이 갈대 생이가래

찾기 쉬운 생물들

<강피> <갈대> <노랑어리연꽃> <생이가래>

47

창녕창녕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명덕수변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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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줄 [수생식물] 침수식물

깨풀 생이가래 나자스말

나도미꾸리낚시 좀개구리밥

뚜껑덩굴

미루나무 [수생식물] 부엽식물

쇠뜨기 가시연꽃

쇠비름 마름

환삼덩굴 자라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갈대 개구리밥

찾기 쉬운 생물들

<뚜껑덩굴> <개구리밥> <생이가래> <가시연꽃>

48

창녕창녕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우포3로 878 

목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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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박주가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겨풀 비수리 갈대 개구리밥

강아지풀 사위질빵 물달개비 생이가래

개망초 선버들 물억새

느릅나무 솔나물 줄

달맞이꽃 쇠비름 창포

돼지풀 쑥

뚜껑덩굴 아까시나무 [수생식물] 부엽식물

멍석딸기 왕버들 가시연꽃

물쑥 족제비싸리 마름

미루나무 환삼덩굴 자라풀

찾기 쉬운 생물들

<왕버들> <선버들> <가시연꽃> <마름>

49

창녕창녕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904 

우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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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며느리배꼽 연꽃

개기장 박주가리

겨풀 쇠무릎 [수생식물] 부엽식물

그령 쑥 마름

나팔꽃 여뀌바늘 자라풀

느릅나무 왕버들

닭의덩굴 익모초 [수생식물] 부수식물

도깨비바늘 흰여뀌 개구리밥

도꼬마리 생이가래

돼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좀개구리밥

메꽃 애기부들

찾기 쉬운 생물들

<겨풀> <연꽃> <자라풀> <생이가래>

50

창녕창녕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장척길 142

장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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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마름

개비름 자라풀

고마리

버드나무 [수생식물] 부수식물

쇠비름 개구리밥

애기땅빈대

여뀌바늘 [수생식물] 침수식물

왕버들 나자스말

말즘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시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개구리밥> <가시연꽃> <마름> <나자스말>

51

창녕창녕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길 71

팔락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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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쇠무릎

개밀 여뀌

갯버들 족제비싸리

고마리 환삼덩굴

나도바랭이새

달맞이꽃 [수생식물] 정수식물

도깨비바늘 노랑꽃창포

미국자리공

붉나무 [수생식물] 부엽식물

선버들 마름

소리쟁이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여뀌> <노랑꽃창포> <마름>

52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동 주민센터 앞)

[마산] 삼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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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담쟁이덩굴 산딸기 조록싸리

개옻나무 대사초 산벚나무 졸방제비꽃

거지덩굴 등골나물 산뽕나무 좀깨잎나무

고사리 땅비싸리 산철쭉 주홍서나물

고욤나무 때죽나무 상수리나무 짚신나물

곰솔 마삭줄 생강나무 청가시덩굴

국수나무 맥문동 서어나무 청미래덩굴

까마귀머루 물오리나무 싸리 털별꽃아재비

나도바랭이새 비목나무 아까시나무 파리풀

느티나무 비비추 오동나무 편백

단풍나무 산괴불주머니 작살나무

찾기 쉬운 생물들

<산괴불주머니>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파리풀>

53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72-1

[마산] 서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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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바랭이 쥐보리

개모시풀 뱀딸기 질경이

개밀 붉은토끼풀

고마리 사위질빵 [수생식물] 정수식물

달뿌리풀 소리쟁이 노랑꽃창포

닭의장풀 쇠무릎

담쟁이덩굴 쑥

돌피 씀바귀

물칭개나물 젓가락나물

미국가막사리 제비꽃

미나리 조개풀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붉은토끼풀> <소리쟁이> <노랑꽃창포>

54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120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입구]

[진해] 여좌천 1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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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수생식물] 부엽식물 [수생식물] 침수식물

강아지풀 가시연꽃 나자스말

물피 마름

방동사니 어리연꽃

여뀌 자라풀

여우주머니

흰여뀌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구리밥

[수생식물] 정수식물 생이가래

창포

찾기 쉬운 생물들

<물피> <가시연꽃> <자라풀> <어리연꽃>

55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5 

[창원] 동판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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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쑥 [수생식물] 부엽식물

가시상치 왕고들빼기 마름

개망초 큰고랭이

고마리 환삼덩굴 [수생식물] 침수식물

금계국 말즘

단풍잎돼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닭의장풀 갈대

부처꽃 물억새

소리쟁이 애기부들

쇠무릎 줄

수크령

찾기 쉬운 생물들

<개망초> <큰고랭이> <물억새> <말즘>

56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 창원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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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메꽃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밀 사위질빵 개구리밥

겨풀 왕고들빼기 통발

계요등 왕버들

능수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능수쇠뜨기 [수생식물] 정수식물 노랑어리연꽃

닭의장풀 갈대 수련

담쟁이덩굴 노랑꽃창포

당키버들 부들

도깨비바늘 앵무새깃

돌콩 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노랑꽃창포> <연꽃> <노랑어리연꽃> <수련>

57

창원창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충혼탑 앞)

[창원] 삼동소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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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부처꽃 [수생식물] 정수식물

개여뀌 비짜루국화 노랑꽃창포

금강아지풀 송이고랭이 애기부들

금방동사니 쑥

달뿌리풀 애기메꽃 [수생식물] 부엽식물

닭의장풀 여뀌바늘 노랑어리연꽃

매듭풀 참방동사니 수련

미국가막사리 큰고랭이

바랭이 토끼풀

방동사니 환삼덩굴

벌개미취

찾기 쉬운 생물들

<부처꽃> <여뀌바늘> <큰고랭이> <노랑어리연꽃>

58

통영통영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4-40

내죽도수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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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국가막사리 양명아주 물억새

가시상치 민들레 여뀌 부들 

갈풀 바랭이 오동나무 애기부들

개여뀌 방동사니 족제비싸리

겨풀 비짜루국화 찔레꽃

금강아지풀 사위질빵 키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까마중 석류풀 토끼풀 마름

노박덩굴 선피막이 흰여뀌

달맞이꽃 쇠뜨기 [조류]

돌콩 쇠치기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해캄

며느리배꼽 수강아지풀 갈대

찾기 쉬운 생물들

<갈풀> <부들> <마름> <해캄>

59

통영통영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89 

원평소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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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맥문동 알방동사니 연꽃

개피 무화과나무 오이풀

고마리 미국가막사리 왕버들 [수생식물] 부엽식물

골풀 미나리 조개풀 수련

금강아지풀 바랭이 쥐꼬리망초 자라풀

나도바랭이새 보리장나무

달뿌리풀 사마귀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닭의장풀 새콩 갈대 좀개구리밥

담배풀 새팥 물억새

도깨비바늘 선이질풀 물옥잠 [수생식물] 침수식물

돌피 수양버들 애기부들 검정말

찾기 쉬운 생물들

<조개풀> <애기부들> <자라풀> <연꽃>

60

통영통영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통영RCE세자트라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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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쇠무릎 [수생식물] 정수식물 붕어마름

강아지풀 수강아지풀 갈대

개여뀌 수양버들 물달개비

겨풀 애기메꽃 줄

괭이밥 여뀌

돼지풀 여뀌바늘 [수생식물] 부엽식물

둥근잎나팔꽃 올미 마름

며느리배꼽 왕버들

미국가막사리 차풀 [수생식물] 침수식물

방동사니 환삼덩굴 검정말

밭뚝외풀 말즘

찾기 쉬운 생물들

<왕버들> <마름> <물달개비> <검정말>

61

하동하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5-2

동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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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국자리공 큰물칭개나물 좀개구리밥

강아지풀 미나리 팥

겨풀 민미꾸리낚시 환삼덩굴

계요등 사위질빵 흰여뀌

고마리 산초나무

골풀 소리쟁이 [수생식물] 정수식물

나도바랭이새 쇠무릎 보풀

닭의장풀 수강아지풀 연꽃

돌피 쑥

망초 원추리 [수생식물] 부수식물

미국가막사리 좀깨잎나무 개구리밥

찾기 쉬운 생물들

<미국가막사리> <개구리밥> <보풀> <연꽃>

62

하동하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161-5 

사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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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며느리배꼽 말즘

가막사리 미국가막사리

개모시풀 비수리

겨풀 사방오리

고마리 쇠무릎

꾸지뽕나무 코스모스

달뿌리풀 환삼덩굴

돌콩

뚜껑덩굴 [수생식물] 침수식물

마삭줄 검정말

며느리밑씻개 대가래

찾기 쉬운 생물들

<뚜껑덩굴> <마삭줄> <며느리배꼽> <대가래>

63

하동하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적량면 동산리 두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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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나리 물옥잠 마름

가는잎왕고들빼기 사상자 보풀 자라풀

개모시풀 사위질빵 연꽃

겨풀 산딸기 줄 [수생식물] 부수식물

겹삼잎국화 선버들 질경이택사 개구리밥

고들빼기 쇠치기풀 생이가래

뚜껑덩굴 왕고들빼기 [수생식물] 부엽식물

마 큰고랭이 가래 [수생식물] 침수식물

며느리배꼽 자라풀 붕어마름

물쑥 [수생식물] 정수식물 가시연꽃 통발

미국가막사리 물억새 노랑어리연꽃

찾기 쉬운 생물들

<마름> <연꽃> <줄> <붕어마름>

64

함안함안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91-3 

대평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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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여뀌 연꽃 [수생식물] 부수식물

가락지나물 이삭사초 줄 개구리밥

개기장 젓가락나물 질경이택사 생이가래

겨풀 한련초 좀개구리밥

금방동사니 흰여뀌 [수생식물] 부엽식물

나도미꾸리낚시 가시연꽃 [수생식물] 침수식물

너도방동사니 [수생식물] 정수식물 네가래 검정말

문모초 갈대 마름

사마귀풀 노랑꽃창포 자라풀

쇠뜨기 물옥잠

알방동사니 앵무새깃

찾기 쉬운 생물들

<나도미꾸리낚시> <물옥잠> <연꽃> <네가래>

65

함안함안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33-1

연꽃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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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문모초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개불알풀 미나리 갈대 좀개구리밥

고마리 바랭이 물옥잠

고삼 사마귀풀 줄 [수생식물] 침수식물

금강아지풀 새삼 나자스말

까마귀머루 수강아지풀 [수생식물] 부엽식물

도꼬마리 왕버들 가시연꽃

돌나물 익모초 마름

멍석딸기 큰고랭이 어리연꽃

메꽃 큰땅빈대 자라풀

명아주 큰물칭개나물

찾기 쉬운 생물들

<줄> <가시연꽃> <자라풀> <물옥잠>

66

함안함안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833-1 

질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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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피 여뀌 [수생식물] 침수식물

강피 뚜껑덩굴 왕고들빼기 검정말

개기장 메꽃 톱니나자스말

겨풀 바랭이 [수생식물] 정수식물

고마리 반하 갈대

괭이밥 붉은토끼풀 부들

깨풀 비짜루국화

나팔꽃 뽕나무 [수생식물] 부엽식물

달뿌리풀 사위질빵 노랑어리연꽃

닭의장풀 선버들 마름

도깨비바늘 쇠무릎

찾기 쉬운 생물들

<강피> <겨풀> <돌피> <검정말>

67

함안함안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3-111 

함안천생태공원 중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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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닭의장풀 수염가래꽃

가는잎왕고들빼기 담쟁이덩굴 싸리

갈풀 돌콩 씀바귀

강아지풀 등골나물 왕버들

개망초 며느리배꼽 좀깨잎나무

갯버들 미국가막사리 주름조개풀

고마리 복분자딸기 질경이

광대싸리 뽕나무 큰까치수염

꼭두서니 사마귀풀 환삼덩굴

눈갯버들 산철쭉

단풍마 수국

찾기 쉬운 생물들

<갈풀> <갯버들> <꼭두서니> <수염가래꽃>

68

함양함양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대안로 10 (백전초등학교 인근)

백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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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수수꽃다리 질경이택사 물상추

개여뀌 젓가락나물 창포 물양귀비

깨풀 주름조개풀 부레옥잠

노루발 청가시덩굴 [수생식물] 부엽식물 좀개구리밥

능수쇠뜨기 한련초 가시연꽃

도둑놈의갈고리 네가래 [수생식물] 침수식물

뚝새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노랑어리연꽃 검정말

물꼬챙이골 갈대 자라풀 말즘

산괴불주머니 노랑꽃창포

삼백초 매자기 [수생식물] 부수식물 [조류]

선피막이 물달개비 개구리밥 해캄

찾기 쉬운 생물들

<연꽃> <노랑어리연꽃> <물달개비> <검정말>

69

함양함양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7-1

상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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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쑥

갈풀 애기똥풀

강아지풀 포아풀

갯버들 환삼덩굴

달뿌리풀

닭의장풀

멍석딸기

며느리배꼽

사상자

사위질빵

선버들

찾기 쉬운 생물들

<달뿌리풀> <사상자> <사위질빵> <애기똥풀>

70

함양함양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서하초등학교 부근)

송계교



http://gnse.gne.go.kr | 71 |

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주엽나무

개밀

겨풀 [수생식물] 정수식물

고마리 부들

달뿌리풀 애기부들

미국가막사리 질경이택사

선버들

소리쟁이 [수생식물] 침수식물

속속이풀 말즘

쇠무릎 실말

여뀌

찾기 쉬운 생물들

<고마리> <달뿌리풀> <애기부들> <질경이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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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함양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865-1 (수동초등학교 인근)

화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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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미나리 [수생식물] 정수식물 [수생식물] 부수식물

가락지나물 비짜루국화 갈대 개구리밥

강아지풀 사마귀풀 노랑꽃창포

강피 새삼 부들

고마리 선버들 애기부들

골풀 세모고랭이 줄

달뿌리풀 소리쟁이 질경이택사

도깨비바늘 여뀌바늘

돌콩 이삭사초 [수생식물] 부엽식물

돌피 환삼덩굴 마름

뚜껑덩굴

찾기 쉬운 생물들

<돌피> <세모고랭이> <질경이택사>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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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합천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삼가초등학교 인근)

삼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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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박주가리 찔레꽃 [수생식물] 부엽식물

강아지풀 사위질빵 한련초 마름

개망초 선버들 환삼덩굴

겨풀 쇠뜨기 [수생식물] 부수식물

꼭두서니 쇠무릎 [수생식물] 정수식물 생이가래

노박덩굴 수강아지풀 갈대

도꼬마리 수까치깨 물억새 [수생식물] 침수식물

마디풀 여뀌 보풀 붕어마름

망초 왕바랭이 연꽃

메꽃 자귀풀 줄

문모초 좀깨잎나무

찾기 쉬운 생물들

<보풀> <연꽃> <줄>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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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합천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연당소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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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돌콩 왕고들빼기

개망초 뚝새풀 조개풀

겨풀 뚜껑덩굴 키버들

고마리 망초

골풀 미국가막사리

금계국 미나리

낙지다리 비짜루국화

달맞이꽃 사마귀풀

달뿌리풀 사철쑥

닭의장풀 소리쟁이

도깨비바늘 쇠뜨기

찾기 쉬운 생물들

<개망초> <금계국> <달맞이꽃> <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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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합천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영창마을경로회관 앞)

영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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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생물

[육상식물] 원추천인국 소귀나물 자라풀

개모시풀 큰고랭이 애기부들

겨풀 토끼풀 연꽃 [수생식물] 부수식물

고마리 줄 개구리밥

나도미꾸리낚시 [수생식물] 정수식물 질경이택사 생이가래

뚜껑덩굴 갈대 좀개구리밥

물피 매자기 [수생식물] 부엽식물

미나리 물달개비 가시연꽃 [수생식물] 침수식물

선버들 물옥잠 노랑어리연꽃 검정말

속새 벗풀 마름 붕어마름

왕버들 보풀 수련

찾기 쉬운 생물들

<마름> <소귀나물> <연꽃>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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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합천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0

정양늪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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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물의 구분

1. 종자 형성 유무에 따른 구분

가. 종자식물 

   1) 겉씨식물(나자식물) : 밑씨가 씨방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

       예)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등

   2) 속씨식물(피자식물) : 밑씨가 씨방 속에 들어 있는 식물

     가) 쌍떡잎식물 : 떡잎이 2장인 식물  예) 배추, 무, 완두, 개나리 등

     나) 외떡잎식물 : 떡잎이 1장인 식물   예) 벼, 보리, 밀, 옥수수, 갈대, 물억새 등

나. 포자식물

   1) 고사리류 : 고사리, 네가래, 생이가래, 속새, 쇠뜨기, 능수쇠뜨기 등

   2) 이끼류 : 솔이끼, 우산이끼 등 

   3) 버섯류 :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

   4) 조류 : 해캄 등 

2. 2차 생장 여부에 따른 구분

가. 초본(풀)

   1) 한해살이풀(일년생) : 강아지풀, 닭의장풀, 돼지풀, 도깨비바늘, 고마리, 여뀌, 방

동사니 등 

   2) 두해살이풀(이년생) : 망초, 개망초, 고들빼기, 애기똥풀, 익모초, 달맞이꽃 등 

   3) 여러해살이풀(다년생) : 민들레, 원추리, 소리쟁이, 붕어마름, 미국자리공, 꼭두서니 등

나 목본(나무)

   1) 교목(8m를 초과한 높이) : 굴참나무, 느티나무, 능수버들, 미루나무, 아까시나무 등 

   2) 아교목(2m 이상 8m 이하의 높이) : 선버들, 때죽나무, 부용, 산수유, 자귀나무 등

   3) 관목(2m 미만인 높이) : 찔레꽃, 눈갯버들, 산딸기, 산초나무, 족제비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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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를 옮기는 방법에 따른 구분

가. 바람에 의한 방법 – 종자에 털이나 날개가 달려 있어 바람에 잘 날려서 퍼져 

나가는 방법

   1) 종자에 털을 가진 식물 : 사시나무류, 버드나무류 등

   2) 종자에 날개가 발달한 식물 : 단풍나무, 가죽나무, 소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등

   3) 굴러가는 식물 : 비름과 식물 등

   4) 꽃받침이 변형된 깃털이나 솜털을 가진 식물 : 민들레, 박주가리, 국화과 식물 등

나. 동물에 의한 방법 – 종자에 갈고리나 비늘이 있어 움직이는 동물의 몸이나 털

에 쉽게 붙어서 종자가 산포되는 방법과 과육 때문에 새

나 짐승이 열매를 먹고 배설함으로써 동물의 이동에 따라 

종자가 산포되는 방법

   1) 사람이나 동물에 먹혀서 퍼지는 식물 : 감, 포도, 팽나무, 겨우살이, 벚나무 등

   2)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 퍼지는 식물 : 도깨비바늘, 도꼬마리, 쇠무릎 등

   3) 점액으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붙어 퍼지는 식물 : 주름조개풀, 털진득찰, 담배풀 등

다. 물에 의한 방법 : 검정말, 마름, 노랑어리연꽃, 나사말, 연꽃, 수련 등

라. 꼬투리(깍지)의 터지는 힘에 의한 방법 : 괭이밥, 냉이, 봉숭아 등

4. 사는 장소에 따른 구분

가. 육상식물 - 육상식물은 육상에 살고 있는 식물을 뜻하며 생육지의 수분 조건에 

따라 건생식물, 중생식물, 습생식물로 나뉜다. 

나. 수생식물 - 수생식물은 일생 중 적어도 한 시기는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뜻

하며 물속이나 물가에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흔히 정수식물, 부엽

식물, 침수식물, 부수식물의 네 무리로 나뉜다.

   1) 정수식물 : 줄기와 잎이 공기 중에 뻗어 있고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수생식물이다. 공기 중으로 키가 높이 자라 잎과 줄기의 광합성이 활발하고, 물

속에 잠긴 뿌리에서는 물과 양분을 넉넉하게 흡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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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벼과) 물억새(벼과) 줄(벼과)

부들(부들과) 물옥잠(물옥잠과) 연꽃(수련과)

   2) 부엽식물 :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물 표면에 나와 자라는 수생식물이

다. 잎의 뒷면이나 잎자루에 통기조직이 발달한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잘 

뜰 수 있으므로 물 위에 넓게 퍼져 자란다.   

가시연꽃(수련과) 네가래(네가래과) 마름(마름과)

노랑어리연꽃(조름나물과) 어리연꽃(조름나물과) 자라풀(자라풀과)



 식물의 구분

http://gnse.gne.go.kr | 81 |

   3) 침수식물 : 몸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자라는 수생식물이다. 잎은 여러 갈래로 가

느다랗게 갈라지거나 길게 뻗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물살에 잘 견딘다. 물속에 

잠긴 잎과 줄기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므로 뿌리가 덜 발달되어 있다. 

검정말(자라풀과) 나자스말(나자스말과) 붕어마름(붕어마름과)

 

   4) 부수식물 : 물 위에 떠서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수생

식물이다. 몸이 작지만 번식 속도가 빨라서 몸부터 여름 사이에 수면 위를 넓게 

뒤덮는다. 물 위에 넓게 퍼져 자라므로 햇빛을 막아 침수식물의 광합성을 방해

하기도 한다. 

개구리밥(개구리밥과) 부레옥잠(물옥잠과) 생이가래(생이가래과)

다. 수심에 따른 식물의 분포

     일반적으로 육상식물(습생식물) 및 수생식물은 수심에 따라 일정한 분포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얕은 쪽으로 ‘침수식물 → 부엽식물 → 정수식

물’의 형태의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으며, 부수식물은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지고 있

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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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심에 따른 수생식물과 육상식물(습생식물)의 분포 

5. 꽃의 구조와 구분

가. 꽃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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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꽃의 구조와 형태 (우리 주변식물 생태도감, 2013)

나. 수분(꽃가루받이) 방식에 따른 꽃의 구분

   1) 충매화(곤충에 의해 수분이 일어나는 꽃 ): 분꽃, 장미, 복숭아, 오이, 수박, 참외 등

   2) 풍매화(바람에 의해 수분이 일어나는 꽃) : 벼, 보리, 밀, 강아지풀, 옥수수 등

   3) 수매화(물의 흐름에 의해 수분이 일어나는 꽃) : 나사말, 검정말, 연꽃, 붕어마름 등

   4) 조매화(새에 의해 수분이 일어나는 꽃) : 동백꽃, 바나나, 선인장 등 

 • 갖춘꽃(완전화) :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꽃

 • 못갖춘꽃(불완전화) :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꽃

 • 양성화 :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안에 모두 들어 있는 꽃

 • 단성화 : 암술과 수술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꽃(암꽃, 수꽃)

 • 암수한그루(자웅동주) :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 안에 있는 식물

 • 암수딴그루(자웅이주) :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그루에 있는 식물

 • 잡성주 : 양성화와 단성화가 한 그루에 있는 식물

 • 자가수분 : 한 꽃 안에서, 같은 그루 내, 또는 클론(clone)에서 이루어지는 꽃가루받이

 • 타가수분 : 서로 유전적 조성이 다른 그루에서 이루어지는 꽃가루받이

꽃과 관련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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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잎의 구조와 구분

가. 잎의 구조 나. 잎의 형태에 따른 구분

<그림 3> 잎의 구조 

(우리 주변식물 생태도감, 2013)

1) 바늘잎나무(침엽수): 잎의 모양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긴 나무  

   예) 소나무, 잣나무 등

2) 넓은잎나무(활엽수): 잎의 모양이 

둥글고 넓게 생긴 나무   

   예) 느티나무, 굴참나무 등

다. 잎의 수에 따른 구분

   1) 홑잎(단엽) : 하나의 잎자루에 한 장의 잎으로 구성   예) 단풍나무, 목련 등

   2) 겹잎(복엽) : 하나의 잎자루에 여러 장의 낱잎(소엽)으로 구성   

     예)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등

라. 잎차례에 따른 구분

   1) 어긋나기(호생) : 잎이 마디마디 방향을 달리하여 어긋나는 것   예) 달맞이꽃, 무궁화 등

   2) 마주나기(대생) : 잎이 마디마디 2장씩 마주나는 것   예) 강아지풀, 개나리 등

   3) 돌려나기(윤생) : 마디 하나에 3장 이상의 잎이 돌려나는 것   예) 갈퀴덩굴, 돌나물 등

   4) 모여나기(총생) : 여러 장의 잎이 짧은 줄기에 무더기로 나는 것   예) 은행나무, 소나무 등

어긋나기 마주나기 돌려나기 모여나기

<그림 4> 잎차례 형태 (새로운 한국식물도감Ⅱ, 2007)



 대체 가능한 교재생물

http://gnse.gne.go.kr | 85 |

부록 2
  대체 가능한 교재생물

실험 교재생물
대체 가능 교재 생물

생물명 특징

광합성 검정말
말즘/물수세미/붕어마름/

앵무새깃/톱니나자스말/나사말

침수성으로 표면적이 넓어 

반응 시간 단축

줄기 구조 관찰

백합

옥수수/붓꽃/창포/노랑꽃창포/갈대/

줄/달뿌리풀/억새/물억새/

아스파라거스

외떡잎식물

샐러리

봉선화/미나리/해바라기/

담쟁이덩굴/나팔꽃/양딸기/

감자/토끼풀/자귀풀/차풀/

호박/오이/고마리

쌍떡잎식물

잎의 단면 관찰 동백나무 사철나무

잎의 기공 관찰 닭의장풀

환삼덩굴/버드나무

마름/가래

애기부들

부레옥잠

검정말

뒷면 기공 분포 밀도 높음

앞면에만 기공 분포

양면 기공 분포 밀도 비슷

앞면 기공 분포 밀도 높음

기공 관찰되지 않음

체세포분열 관찰 양파 마늘 구하기 쉽고 결과도 좋음

감수분열 관찰 호밀, 백합 자주달개비

개체군 생장 좀개구리밥 개구리밥 구하기 쉽고 생장속도가 빠름

식물의 한살이 민들레
버드나무/고구마/양파/

감자/벼/보리/밀

구하기 쉽고, 수경재배나 화분

재배를 통해 기르기 쉬움

동물의 한살이 배추흰나비
장수풍뎅이/사마귀/

잠자리/닭/개구리

구하기 쉽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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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조사생물 사진 목록

가는잎왕고들빼기 가락지나물 가막사리

가시상치 가시연꽃 가죽나무

갈대 갈퀴나물 갈풀

강아지풀 강피 개갓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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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밥 개기장 개다래

개망초 개모시풀 개밀

개불알풀 개비름 개소시랑개비

개속새 개여뀌 개오동나무

개옻나무 개피 갯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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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덩굴 검정말 겨풀

계요등 고들빼기 고마리

고사리 골풀 곰솔

광나무 광대싸리 괭이밥

괭이사초 괴불주머니 그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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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령 금강아지풀 금계국

금방동사니 기생여뀌 까마귀머루

까마중 깨풀 꼭두서니

꽃댕강나무 꾸지뽕나무 나도개피

나도미꾸리낚시 나도바랭이새 나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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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스말 낙우송 낙지다리

남천 넓은잎미꾸리낚시 네가래

노랑꽃창포 노랑어리연꽃 노루발

노박덩굴 논뚝외풀 눈갯버들

느릅나무 느티나무 능수쇠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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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수참새그령 다닥냉이 단풍마

단풍잎돼지풀 달맞이꽃 달뿌리풀

닭의장풀 담배풀 담쟁이덩굴

당키버들 대가래 댕댕이덩굴

도깨비바늘 도꼬마리 도둑놈의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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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도루박이 돌나물

돌콩 돌피 돼지풀

둥근잎나팔꽃 둥근잎유홍초 등골나물

등나무 땅빈대 때죽나무

뚜껑덩굴 뚝새풀 뚱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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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마 마디풀

마름 마삭줄 말냉이

말즘 망초 매듭풀

매자기 멍석딸기 메귀리

메꽃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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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아주 무릇 무화과나무

문모초 물꼬챙이골 물달개비

물봉선 물상추 물수세미

물쑥 물양귀비 물억새

물옥잠 물칭개나물 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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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막사리 미국나팔꽃 미국자리공

미꾸리낚시 미나리 민나자스말

민들레 바늘꽃 바람하늘지기

바랭이 박주가리 박태기나무

배롱나무 배암차즈기 배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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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풍등 백령풀 뱀딸기

벌개미취 보풀 부들

부레옥잠 부용 부처꽃

부추 분꽃 붉나무

붉은토끼풀 붓꽃 붕어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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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리 비짜루국화 사마귀풀

사상자 사위질빵 산괴불주머니

산수유 산초나무 새

새삼 새콩 새팥

생이가래 서양민들레 석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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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잠풀 선버들 선이질풀

선피막이 세모고랭이 소귀나물

소리쟁이 속속이풀 솔방울고랭이

솔새 송이고랭이 쇠뜨기

쇠무릎 쇠별꽃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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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치기풀 수강아지풀 수국

수까치깨 수련 수수꽃다리

수염가래꽃 수크령 실말

쑥 쑥부쟁이 씀바귀

아까시나무 알방동사니 애기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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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나팔꽃 애기땅빈대 애기똥풀

애기메꽃 애기부들 앵무새깃

약모밀 양명아주 양지꽃

어리연꽃 여뀌 여뀌바늘

여우주머니 여우팥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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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새 왕고들빼기 왕바랭이

왕버들 왕질경이 왜개연꽃

원추리 원추천인국 은행나무

이대 이삭여뀌 이질풀

익모초 인동덩굴 자귀나무



| 102 |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자귀풀 자라풀 작살나무

전동싸리 젓가락나물 제비꽃

조개풀 조록싸리 족제비싸리

졸방제비꽃 좀개구리밥 좀깨잎나무

주름조개풀 주홍서나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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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깨풀 쥐꼬리망초 쥐꼬리새풀

쥐똥나무 쥐보리 질경이

질경이택사 짚신나물 차풀

참마 참방동사니 참새피

창포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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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명아주 칡 큰고랭이

큰까치수염 큰땅빈대 큰물칭개나물

키버들 털별꽃아재비 톱니나자스말

통발 파대가리 파리풀

팽나무 포아풀 한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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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해캄 화살나무

환삼덩굴 황매화 황새냉이

회양목 흰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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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조사생물 분류 목록

식물명 서식처에 따른 분류
생물학적 분류

형태
문 목 과

가는잎왕고들빼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가락지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여러해살이풀

가래 수생식물(부엽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가막사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가시박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 한해살이풀

가시상치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가시연꽃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한해살이풀

가죽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소태나무과 낙엽활엽교목

각시수련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여러해살이풀

갈대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갈퀴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갈퀴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꼭두서니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갈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감태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목련목 녹나무과 낙엽활엽관목

강아지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강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개갓냉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여러해살이풀

개구리밥 수생식물(부수식물) 외떡잎식물 천남성목 개구리밥과 여러해살이풀

개기장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개다래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물레나물목 다래나무과 낙엽 활엽 덩굴식물

개망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개모시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쐐기풀과 여러해살이풀

개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개불알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두해살이풀

개비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비름과 한해살이풀

개소시랑개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여러해살이풀

개속새 육상식물 양치식물 속새목 속새과 여러해살이풀

개여뀌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개연꽃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여러해살이풀

개오동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꽃식물목 능소화과 낙엽활엽교목

개옻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옻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개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두해살이풀

갯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관목

거지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검정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여러해살이풀

겨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겹삼잎국화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계요등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꼭두서니과 여러해살이풀

고들빼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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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서식처에 따른 분류
생물학적 분류

형태
문 목 과

고마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고비 육상식물 양치식물 고사리목 고비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고사리 육상식물 양치식물 고사리목 고사리과 여러해살이풀

고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여러해살이풀

고욤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감나무목 감나무과 낙엽활엽교목

골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골풀과 여러해살이풀

곰솔 육상식물 　 구과목 소나무과 상록침엽교목

광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물푸레나무과 상록활엽관목

광대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낙엽활엽관목

괭이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괭이밥과 여러해살이풀

괭이사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괴불주머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현호색과 두해살이풀

구기자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낙엽활엽관목

국수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납엽활엽관목

굴참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참나무과 낙엽활엽교목

그늘사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그령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금강아지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금계국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금방동사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살이풀

기생여뀌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까마귀머루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낙엽활엽덩굴성식물

까마중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한해살이풀

깨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한해살이풀

꼭두서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꼭두서니과 여러해살이풀 덩굴식물

꽃댕강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토끼꽃못 인동과 낙엽활엽관목

꾸지뽕나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쐐기풀목 뽕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나도개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여러해살이풀

나도겨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여러해살이풀

나도미꾸리낚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나도바랭이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나사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여러해살이 수초

나자스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나자스말과 한해살이풀

나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낙우송 육상식물 겉씨식물 구과목 낙우송과 납엽침엽교목

낙지다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돌나물과 여러해살이풀

남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매자나무과 상록활엽관목

너도방동사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넓은잎미꾸리낚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네가래 수생식물(부엽식물) 양치식물 생이가래목 네가래과 여러해살이풀

노랑꽃창포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 여러해살이풀

노랑어리연꽃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조름나물과 여러해살이풀

노루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진달래목 노루발과 여러해살이풀

노박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노박덩굴목 노박덩굴과 낙엽활엽덩굴성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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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뚝외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한해살이풀

눈갯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눈향나무 육상식물 겉씨식물 구과목 측백나무과 상록침엽관목

느릅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느티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능수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능수쇠뜨기 육상식물 양치식물 속새목 속새과 여러해살이풀

능수참새그령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다닥냉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두해살이풀

단풍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단풍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단풍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마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단풍잎돼지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달맞이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바늘꽃과 두해살이풀

달뿌리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닭의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닭의장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닭의장풀목 닭의장풀과 한해살이풀

담배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담쟁이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낙엽활엽덩굴성식물

당키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대가래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대사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댕댕이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방기과 낙엽활엽 덩굴식물

도깨비바늘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도꼬마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도둑놈의갈고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여러해살이풀

도라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초롱꽃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도루박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돌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돌나물과 여러해살이풀

돌콩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돌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돼지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두릅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두릅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둥근잎나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한해살이풀

둥근잎유홍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들깨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한해살이풀

등골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등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 만경목

땅비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 반관목

땅빈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한해살이풀

때죽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감나무목 때죽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뚜껑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뚝새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뚱단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띠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여러해살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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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마과 여러해살이풀

마디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마름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마름과 한해살이풀

마삭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협죽도과 상록활엽 덩굴성

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말냉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두해살이풀

말즘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망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매듭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한해살이풀

매자기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맥문동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멍석딸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메귀리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두해살이풀

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메타세콰이아 육상식물 겉씨식물 구과목 낙우송과 낙엽침엽교목

며느리밑씻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며느리배꼽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명아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한해살이풀

모시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쐐기풀과 여러해살이풀

목련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목련목 목련과 낙엽활엽교목

무릇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무화과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뽕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문모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물꼬챙이골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물달개비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물옥잠과 한해살이풀

물봉선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봉선화과 한해살이풀

물상추 수생식물(부수식물) 외떡잎식물 천남성목 천남성과 한해살이풀

물수세미 수생식물(침수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개미탑과 여러해살이풀

물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물양귀비 수생식물(부수식물) 외떡잎식물 택사목 물양귀비과 여러해살이풀

물억새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물오리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너도밤나무목 자작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물옥잠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물옥잠과 한해살이풀

물칭개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두해살이풀

물푸레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물푸레나무목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물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미국가막사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미국개기장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한해살이풀

미국나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가지목 메꽃과 한해살이풀

미국자리공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자리공과 여러해살이풀

미꾸리낚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미나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산형과 여러해살이풀

미루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민나자스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택사목 나자스말과 한해살이풀



| 110 |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식물명 서식처에 따른 분류
생물학적 분류

형태
문 목 과

민들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민미꾸리낚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바늘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바늘꽃과 여러해살이풀

바람하늘지기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살이풀

바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박주가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박주가리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박태기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관목

반하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천남성목 천남성과 여러해살이풀

방가지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방동사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살이풀

밭뚝외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한해살이풀

배롱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부처꽃과 낙엽활엽교목

배암차즈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두해살이풀

배초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여러해살이풀

배풍등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다년생 활엽 반초본

백령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꼭두서니과 한해살이풀

뱀딸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여러해살이풀

버드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버즘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버즘나무과 낙엽활엽교목

벌개미취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벗풀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택사과 여러해살이풀

보리장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보리수나무과 상록활엽 덩굴성

보풀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택사과 여러해살이풀

복분자딸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부들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부들목 부들과 여러해살이풀

부레옥잠 수생식물(부수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물옥잠과 여러해살이풀

부용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아욱목 아욱과 낙엽활엽소교목

부처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부처꽃과 여러해살이풀

부추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분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석죽목 분꽃과 여러해살이풀

붉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옻나무과 낙엽활엽 소교목

붉은토끼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여러해살이풀

붓꽃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 여러해살이풀

붕어마름 수생식물(침수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붕어마름과 여러해살이풀

비목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녹나무과 낙엽활엽관목

비비추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비수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여러해살이풀

비짜루국화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뽕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뽕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사마귀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닭의장풀목 닭의장풀과 한해살이풀

사방오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사상자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산형과 두해살이풀

사위질빵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미나리아재비과 낙엽활엽덩굴식물

사철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노박덩굴목 노박덩굴과 상록활엽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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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산괴불주머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현호색과 두해살이풀

산국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산딸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산딸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층층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산벚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교목

산뽕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뽕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산수유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층층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산철쭉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낙엽활엽관목

산초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운향목 운향과 낙엽활엽관목

삼백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후추목 삼백초과 여러해살이풀

상수리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참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새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한해살이풀

새콩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새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한해살이풀

생강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목련목 녹나무과 낙엽활엽관목

생이가래 수생식물(부수식물) 양치식물 생이가래목 생이가래과 한해살이풀

서양민들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서어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석류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단향목 석류풀과 한해살이풀

석잠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선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소교목

선이질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쥐손이풀과 여러해살이풀

선피막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산형과 여러해살이풀

세모고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소귀나물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택사과 여러해살이풀

소리쟁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여러해살이풀

속새 육상식물 양치식물 속새목 속새과 여러해살이풀

속속이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두해살이풀

속털개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두해살이풀

솔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꼭두서니과 여러해살이풀

솔방울고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솔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송이고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쇠뜨기 육상식물 양치식물 속새목 속새과 여러해살이풀

쇠무릎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비름과 여러해살이풀

쇠별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두해 또는 여러해살이풀

쇠비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쇠비름과 한해살이풀

쇠치기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수강아지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수국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범의귀과 낙엽활엽관목

수까치깨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아욱목 벽오동과 한해살이풀

수련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다년생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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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꽃다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물푸레나무목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관목

수양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수양벚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상록활엽교목

수염가래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초롱꽃과 여러해살이풀

수크령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스트로브잣나무 육상식물 겉씨식물 소나무목 소나무과 상록침엽교목

실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관목

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쑥부쟁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씀바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아까시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교목

알방동사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살이풀

애기가래 수생식물(부엽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가래과 여러해살이풀

애기나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덩굴성 한해살이풀

애기땅빈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한해살이풀

애기똥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양귀비과 두해살이풀

애기마름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마름과 한해살이풀

애기메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메꽃과 여러해살이풀

애기부들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부들목 부들과 여러해살이풀

앵무새깃 수생식물(정수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개미탑과 여러해살이풀

약모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후추목 삼백초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양명아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한해살이풀

양지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어리연꽃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용담목 조름나물과 여러해살이풀

억새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여뀌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여뀌바늘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바늘꽃과 한해살이풀

여우주머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한해살이풀

여우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연꽃 수생식물(정수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여러해살이풀

연산홍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상록 관목

오동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낙엽활엽교목

오리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오이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올미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택사과 여러해살이풀

왕가시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왕고들빼기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왕골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왕바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왕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교목

왕벚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교목

왕질경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질경이목 질경이과 여러해살이풀

왜개연꽃 수생식물(부엽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 숙근성 여러해살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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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리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원추천인국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은행나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낙엽침엽교목

이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상록활엽

이삭사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이삭여뀌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여러해살이풀

이질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쥐손이풀과 여러해살이풀

이팝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물푸레나무목 물 낙엽활엽교목

익모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두해살이풀

인동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산토끼꽃못 인동과 활엽덩굴성관목

자귀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소교목

자귀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한해살이풀

자라풀 수생식물(부엽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여러해살이풀

작살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마편초과 낙엽활엽관목

장구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두해살이풀

전동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두해살이풀

젓가락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미나리아재비과 두해살이풀

제비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제비꽃목 제비꽃과 여러해살이풀

조개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살이풀

조록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관목

족제비싸리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관목

졸방제비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제비꽃목 제비꽃과 여러해살이풀

좀개구리밥 수생식물(부수식물) 외떡잎식물 천남성목 개구리밥과 여러해살이풀

좀깨잎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쐐기풀과 여러해살이풀

주름조개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주목 육상식물 겉씨식물 구과목 주목과 상록침엽교목

주엽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교목

주홍서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줄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쥐깨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한해살이풀

쥐꼬리망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쥐꼬리망초과 한해살이풀

쥐꼬리새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쥐똥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물푸레나무목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관목

쥐보리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지칭개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두해살이풀

질경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질경이목 질경이과 여러해살이풀

질경이택사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택사과 여러해살이풀

짚신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여러해살이풀

찔레꽃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성관목

차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한해살이풀

참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마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참방동사니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한해살이풀

참새피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창포 수생식물(정수식물) 외떡잎식물 천남성목 천남성과 여러해살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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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국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청가시덩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낙엽활엽덩굴성관목

청미래덩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 낙엽활엽덩굴성관목

취명아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한해살이풀

칠엽수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칠엽수과 낙엽활엽교목

칡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 덩굴성식물

코스모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큰고랭이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큰까치수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앵초목 앵초과 여러해살이풀

큰땅빈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대극과 한해살이풀

큰물칭개나물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두해살이풀

키버들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낙엽활엽관목

털별꽃아재비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토끼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여러해살이풀

톱니나자스말 수생식물(침수식물) 외떡잎식물 소생식물목 나자스말과 한해살이풀

통발 수생식물(부수식물) 쌍떡잎식물 통꽃식물목 통발과 여러해살이풀

파대가리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사초목 사초과 여러해살이풀

파리풀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파리풀과 여러해살이풀

팥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한해살이풀

팽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낙엽활엽교목

편백 육상식물 겉씨식물 구과목 측백나무과 상록침엽교목

포아풀 육상식물 외떡잎식물 화본목 벼과 여러해살이풀

한련초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한해살이풀

해당화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해캄 조류

홍가시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상록활엽소교목

화살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노박덩굴목 노박덩굴과 낙엽활엽관목

환삼덩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삼과 한해살이풀

황매화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황새냉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두해살이풀

회양목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노박덩굴목 회양목과 상록활엽관목

회잎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노박덩굴목 노박덩굴과 낙엽활엽관목

흰배롱나무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부처꽃과 낙엽활엽교목

흰여뀌 육상식물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 한해살이풀



Memo



경상남도 교재생물 채집장소 지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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