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목의 계통수
과, 속은 원시/파생 및 (비)식별 형질을 포함함
초본, 관목
꽃은 5수성, 자방기생화주
열매는 소견과(eremocarps)

Boraginaceae

자방은 4실
배주는 1개/실당,
종자는 4개/열매당

배주 ≤ 4개

지치과 계통수 포스터 참조

Wellstediaceae

Boraginales I

정생태좌
열매는 납작한 삭과, 포간개열
서남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소말리아공화국 및 인근 지역

Codonaceae

주로 초본
대개 주두는 1열/두상
종자에는 전이세포가 없음

식물체에 가시가 있음
악편 10–12개, 화관열편 10–12개; 밀선실(nectary chambers)이 발달
서남 아프리카
잎은 깊게 갈리거나 1-2회 우상복엽; 원뿌리
화관인편은 존재하거나 축소되거나 없음
자방은 2실
종자는 1개 내지 다수

Boraginaceae
Wellstediaceae

식물체의 지하부는 괴경으로부터 나는 인경상
잎은 전연; 화관인편은 없음
간혹 판통에 v-자형 돌기가 있음
종자는 2개 내지 다수

Codonaceae
Hydrophyllaceae

잎은 대생
화관인편은 없음
종자는 1-4개

Namaceae

Wellstedia				

6

Cod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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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

Romanzoffia			

5

Draperia					

1

Heliotropiaceae
일년생
종자는 5-15개

Lennoaceae
Ehretiaceae

일년생
꽃은 아래로 처지며, 화관은 점차 종이질처럼 됨
화관인편은 없음; 종자는 6-15개
엘라이오솜(부속체, 지방체)이 있음

Hoplestigmataceae

Coldeniaceae

일년생
화관인편은 각 화사의 기부에 축소되어 쌍으로 존재함
종자는 4-8개

Cordiaceae

자예(암술)는 2심피
열매는 삭과, 포배개열

일년생
종자는 5-15개

Hydrophyllaceae

일년생
일반적으로 꽃에는 악편 사이에 (뒤로 젖혀진) 부속체가 있음
화관인편은 존재하거나 축소되어 각 화사에 접해 있는 밀선에 쌍으로 존재함
종자는 1-8개

초본
화판은 봉오리일 때 편권상으로 배열
자방은 1실
태좌는 커지고, 자방에 가득 참
열매는 삭과로 2개 또는 5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임
아메리카(주로 북아메리카 남서부)

잎은 우상천열하거나 우상복엽; 수염뿌리
화관인편은 선형으로 쌍으로 존재하나 화사와 이생
자방은 1실
종자는 1-3개
일년생; 일반적으로 꽃에는 악편 사이에
(뒤로 젖혀진) 부속체가 있음
화관인편은 각 화사의 기부에 쌍으로
존재하거나 간혹 축소됨; 종자는 1-20개
악편은 기부까지 갈리고, 크기가 매우 다르며, 3장의 외악편은 심장형,
2장의 내악편은 선형임, 결실기에 심하게 비후됨
화관인편은 선형으로 쌍으로 존재하며, 화사와 이생
종자는 4-8개
꽃은 신장된 화경에 1개씩 달림
화관인편은 없음
종자는 다수
원줄기가
없거나 짧음
목본성 측지가 발달

Boraginales II

수술은 길이가 거의 같거나 다르고, 판통과
길이가 거의 같거나 다르게 달림
수술 부속체는 있거나 화사 기부에서 넓어짐

종자에는 전이세포가 있음
열매 삭과, 막질 또는
아연골질,
포배개열하며,
과피편은 2개

Namaceae
열매 삭과, 연골질,
포배/포간개열하며,
과피편은 4개

Heliotropiaceae

약은 선단이 무모이며,
약격은 길게 신장되지 않음
아열대에서 온대 지역(드물게 호주)

꽃은 8수성
수술은 2열로 배열, 반약(화약)은 기부에서 펼쳐짐

꽃은 4–10수성
수술은 1열로 배열, 반약(화약)은 기부에서 평행

교목 또는 관목
악은 봉오리일 때 복와상으로 배열
열매는 1–4 개의 핵(소견과)으로 구성
소관목
총포는 결실기에 숙존
아르헨티나 북서부
관목
꽃은 대개 청색
약은 합생, 벌에 의한 진동수분
호주
관목 또는 초본(주로 포복성)
꽃은 양성
열매는 소견과로 4개(또는 더 적은 개수)로 갈라지는 분열과
아메리카(주로 북아메리카 서남부, 갈라파고스 제도)

주로 관목 또는 교목
전(아)열대

교목 또는 관목(부분적으로 목본성 덩굴)
악은 봉오리일 때 섭합상으로 배열
열매는 4 개의 삼각상 핵(소견과)으로 구성
신열대지구 및 동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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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부분적으로 목본성 덩굴), 가시가 액생함
꽃은 양성
아메리카 중부, 카리브해 지역
교목/관목

HILGER HH, COLE TCH, SONG JH 송준호 (2021) 지치목의 계통수

© The Authors, 2021 (CC-BY)

참고문헌
Baldwin et al. (2012) The Jepson Manual, 2nd edn.
Ferguson (1998) Syst. Bot. 23(3): 253-268
Gottschling et al. (2014) Mol. Phylogen. Evol. 72: 1-6
Hilger and Diane (2003) Bot. Jahrb. Syst. 125(1): 19-51
Kubitzki, ed. (2016) FGVP XIV, Springer
Luebert et al. (2016) Taxon 65(3): 502-522
Walden and Patterson (2012) Madroño 59(4): 211-222
Walden (2015) UC Berkeley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http://escholarship.org/uc/item/8tq9z0kb

see also: Stevens PF (2020) APweb – www.mobot.org/MOBOT/research/APweb
* Thanks to Marc Gottschling and Genevieve Walden for valuable comments

교목, 자웅이주
아메리카 중부 및 남아메리카 북부

Cord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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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phyllaceae: G. Walden (개인적 교신)에 따른 미출판된 위상(분지양상)
** G. Walden (개인적 교신)에 따르면 Turricula 속의 계통학적 위치는 불분명함

3

Myriopus				

꽃은 양성

Coldeniaceae

Pholistoma				

목본성 덩굴 또는 아덩굴성 관목
약에는 털이 있거나 선단에 소유두상 돌기가 있으며, 약격은 길게 신장됨
열매는 대개 핵과
남부 및 중부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전기생식물(완전근기생, 지하부 기생)
엽록소가 없음
잎은 축소 내지 저출엽
자예군(암술군) ≥ 5
열매는 횡열개열
북아메리카 남서부 ,
멕시코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Hoplestigmataceae

Eucrypta I*

1

Ehretiaceae

• 지치목 워킹그룹(Boraginales Working Group)의 제안에 따른 목 개념
• 분자계통학적 자료(2020년 까지의)에 기반한 가설 계통수
• 형질은 Kubitzki, ed. (2016) FGVP XIV와 Luebert et al. (2016)을 참조하여 반영함
• 계통수의 절간 길이는 실제 시간의 척도를 반영하지 않은 인위적인 것임
• 제시된 형질은 각 분계조의 모든 분류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계통수 내 다양한 형질의 위치는 불분명함
• Ehretiaceae (송양나무과): 일반적으로 계통수의 위상(분지양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현재 재검토 중에 있음(M. Gottschling, 개인적 교신)
• Hilsenbergia속은 Bourreria속에 속함
• Namaceae 내 Nama속은 다계통임
• Tournefortia속과 Argusia속은 Heliotropium속에 속함

1

Ixorhea					

대개 크란츠 엽록조직(C4 식물)
약에는 털이 있거나 선단에 소유두상 돌기가 있으며,
약격은 길게 신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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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ia						

관목
모용은 강한 향이 나는 수지를 분비함
분과는 상단부에서 날개로 발달함
아르헨티나 북서부

Lenno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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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목
선모가 밀생, 끈적끈적함, 불쾌한 향이 남
종자는 유선상

Emmenanthe			

Turricula** 				

일년생/관목 또는 목본성 덩굴
(Tournefortia)
화주-주두 복합체가 있음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pyrrolizidine alkaloids

다년생
대부분 상록성
화서에는 포가 없음
밀추화서, 부분적으로 1개의
꽃으로 축소됨
내과피는 다층구조
배주 ≤ 4

다년생, 관목 또는 소교목
자모가 있음
수술은 길이가 같고, 판통과 같은 길이로 달림
남아메리카에서 중앙 아메리카
상록성 관목
수술은 길이가 같거나 다르고,
판통과 길이가 같거나 다르게 달림
수술 부속체는 축소되거나 흔적적임

자방은 1/2실
태좌는 좁고, 자방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구분됨
열매는 삭과로 2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임
화판은 봉오리일 때 복와상으로 배열
아메리카(주로 북아메리카 남서부)

Hartmut H. Hilger, Prof. Dr.
Theodor C. H. Cole, Dipl. Biol.

화관인편은 아원형으로 쌍으로 존재하며,
화사 기부로부터 이생
종자는 2-4개

Eucrypta II*

교목, 자웅이주; 동아에는 아린이 있음
악은 합생하고, 불규칙하게 갈리며, 화판은 11-15장으로 합생하고, 불규칙적으로 개화
약은 20-35개로 불규칙하게 3열함
열매는 핵과로 내과피는 분리되지 않음, 4개의 종자가 들어있음; 아프리카 서부
포복성 일년생 초본
부정근이 발달
꽃은 4수성
열대 아시아지역? (열대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
주두열편은 4개
내과피는 분리되지 않음
열매는 대개 부풀어진 악에 둘러싸임, 부분적으로 날개가 달려있음
자엽은 접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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