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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patorium rugosum Houtt. is known to be an alien invasive species and is listed as an ecosystem
disturbance species in Korea. There is also an eastern North American species Ageratina altissima (L.) R. M.
King & H. Rob. similarly dispersed in Korea.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taxonomic confusion regarding the
species. The two names refer to the same species originally described as Ageratum altissimum by Linnaeus in
his Species Plantarum. Ageratum altissimum was transferred to the genus Eupatorium and later to Ageratina.
Eupatorium rugosum is the replacement name in Eupatorium because of E. altissimum L., an existing name
based on the different type. When the species was transferred to Ageratina, A. altissima was published based on
its basionym, as the epithet “altissima” was available in the genus. It seems that taxonomic confusion regarding
the species in Korea is due to the recognition of the names as different taxa. Ageratina altissima is the correct
name for the species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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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Houtt.)은 국화과 등
골나물족(tribe Eupatorieae)에 속하는 북아메리카 원산 다
년생 초본으로 한반도에는 중부 지방에 귀화한 식물로 인
식된다(Kim, 2007, 2019). 서양등골나물은 Lee and Yim
(1978)에 의해 처음으로 귀화종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남산, 관악산, 우면산 등의 서울 지역의 산지 등산로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고 인천, 의정부, 성남, 수원을 포함한 경
기도 일대에 퍼져 있다. 서양등골나물은 다양한 토양 환
경 및 광 조건에서 생육하면서 높은 번식력을 지녀 생태
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http://www.me.go.kr).
저자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등골나물족의 분류학적 연
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양등골나물과 미국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L.) R. M. King & H. Rob.)에 대한 분류
학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Kim (2007, 2019)은 미국등골나물(A. altissima)
을 등골나물족에 포함되는 북아메리카 원산 다년생 초본
의 귀화종으로 인식하면서 서양등골나물(E. rugosum)과 독
립된 종으로 처리하고 있다. Lee (2003)와 Park (2009)은 서
양등골나물을 E. rugosum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등
골나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Lee(2006)는 서

양등골나물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미국등골나물을
Eupatorium aromaticum L.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부 문헌
(Kim et al., 2014)에서는 서양등골나물의 학명으로 A.
altissima를 사용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골나물과 서양등골나무에 대한 분류학적 실체가 명확
하게 인식되지 않은 실정이다. 서양등골나물처럼 외래종
이 국내로 유입된 후 급속히 퍼져 자생 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침입종(alien invasive species) (IUCN, 2000)
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의 분류학
적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물계
통분류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등골나물과 서양등골나물의 분류
학적 내력을 재고하여 서양등골나물과 미국등골나물이
동일한 분류군임을 설명하고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국
내에서 혼란이 있는 이들의 분류학적 실체를 명확히 밝히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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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된 A. altissima와 E. rugosum의
약 100여 점의 표본 및 근연 분류군(Ageratum L. 및
Eupatorium L.에 속하는 종)의 약 200여 점의 표본을 대상
으로 형태 형질 및 분포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A. altissima
와 E. rugosum의 원기재문 및 북아메리카와 국내에서 발
간된 등골나물족의 분류학적 처리가 포함된 문헌
(Linnaeus, 1753, 1774; Houttuyn, 1779; Reichard, 1780;
Linnaeus f., 1781; King and Robinson, 1970, 1987; Clewell
and Wooten, 1971; Gleason and Cronquist, 1991; Lee, 2003;
Lee, 2006; Nesom, 2006; Kim, 2007, 2019)을 조사하여 종의
실체 및 분류학적 내력을 파악하였다.

결과 및 고찰
Eupatorium rugosum은 Ageratina altissima의 명명법적 이
명(nomenclatural synonym)으로 이 두 이름은 동일한 분류
군을 지칭한다. 이 종은 Linnaeus (1753)에 의해 최초로 기
재되었다. Linnaeus (1753)는 그의 저서 “Species Plantarum”
에 등골나물아재비속(Ageratum)을 설정하고 캐나다와 미
국 버지니아에 자생하는 식물을 바탕으로 A. altissimum L.
을 기재하였다. 이후 Linnaeus (1774)는 A. altissimum을
Eupatorium (등골나물속)으로 전이시켜 E. altissimum (L.)
L.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그 자신(Linnaeus, 1753)이 이
미 전혀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해 공표한 E. altissimum L.의
후일동음명(later homonym)으로서 비합법명(illegitimate
name)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uttuyn (1779)은
Eupatorium rugosum Houtt.를 대체명(replacement name)으
로 공표하였는데, 이 이름이 현재 국내에서 서양등골나물
의 학명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Lee and Yim, 1978; Lee,
2003; Kim, 2007, 2019; Park, 2009). 한편, Reichard (1780)와
Linnaeus의 아들인 Linnaeus f. (1781)도 Houttuyn과 유사하
게 A. altissimum을 Eupatorium으로 전이시키면서 E.
urticaefolium Reichard와 E. ageratoides L. f.를 대체명으로
각각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모두 E. rugosum에
대해 선취권(priority)이 없다.

King and Robinson (1970)은 꽃과 열매의 형태적 특징으
로 Eupatorium과 Ageratina Spach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고 보았다. Eupatorium은 화관열편이 전연이고, 화주 기부
에 털이 있으며, 화관과 수과 표면에 선점(gland)이 있고,
수과기부부속체(carpopodium)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Eupatorium에 분류되어 왔던 많은 종들을
Ageratina로 전이시키면서 Ageratina의 분류체계를 재정립
하였는데, E. rugosum도 Ageratina로 전이되었다(King and
Robinson, 1970). 이 때, E. rugosum의 원명(basionym)의 종
소명인 ‘altissimum’은 Ageratina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
으므로 이 종소명을 바탕으로 한 신조합명인 A. altissima
가 공표되었다(King and Robinson, 1970).
등골나물족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Ageratina와
Eupatorium이 서로 독립된 속임을 지지하고 있다. 분자형질
을 이용한 분자계통학적 연구에서 Ageratina는 Eupatorium
과 유연관계가 멀고, 독립된 단계통군인 것으로 밝혀졌다
(Schilling et al., 1999; Schmidt and Schilling, 2000). 염색체
의 기본수(base chromosome number)에 의해서도 Ageratina
와 Eupatorium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Ageratina는 염색
체의 기본수가 x = 17인 반면, Eupatorium은 x = 10이다
(King et al., 1976; King and Robinson, 1987). 즉, Linnaeus
(1753)가 처음으로 기재했던 Ageratum altissimum은 형태
형질(King and Robinson, 1970) 및 분자 형질(Schilling et al.,
1999; Schmidt and Schilling, 2000)에 근거해 Ageratina속에
속하고(Table 1), 이 식물의 정명은 A. altissima이다.
Ageratina altissima에는 2변종(var. altissima 및 var.
roanense Small)이 인식되고 있다(Nesom, 2006). 이 두 변종
은 총포편(phyllary)의 길이 및 선단부의 형태에 의해서 구
분되는데 우리나라에 침입한 개체들은 var. altissima에 해
당한다.
Lee (2006)에서 서양등골나물로 인식된 E. aromaticum은
Ageratina aromatica (L.) Spach로서 Ageratina의 기준종
(type species)이다. Ageratina aromatica는 A. altissima에 비
해 엽병이 1 cm 미만으로 매우 짧고 잎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더 작다(Nesom, 2006). Lee (2006)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

Table 1. Comparison of diagnositc characteristics of Ageratina, Eupatorium, and Ageratina altissimum.
Taxa
Character

Ageratina

Eupatorium

A. altissima

Absent in most species

Present in most species

Absent

No. of florets per head

10–60

5

15–25

Style base pubescence

Glabrous

Puberulent

Glabrous

Gland on corolla

Present

Absent

Present

Gland on cypselae

Present

Absent

Present

Carpopodium

Present

Obscure

Present

Chromosome number

x = 10

x = 17

n = 17

Gland on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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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재문에 근거하면 Lee (2006)가 지칭하는 서양등골나
물은 A. altissima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자가 관찰한
표본 및 야외에서 조사한 개체들은 모두 A. altissima였다
는 점에서 Lee (2006)의 E. aromatica는 학명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geratina altissima는 벤조 퓨란계 화합물(benzofurans)을
함유하고 있어서 유독식물이다. Ageratina altissima를 먹
은 소에서 얻은 우유를 섭취할 때 유유에 함유된 벤조 퓨
란으로 인해 우유병(milk sickness)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King and Robinson, 1987). 우리나라에서는
젖소를 거의 방목하지 않고, 현재까지 A. altissima가 방목
지에 퍼진 기록은 없다. 그러나 A. altissima의 외형이 부드
럽고 “나물”로 부르기 때문에 식용식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 altissima는 생태계 교란 생
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체를
제거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Ageratina altissima가 주로
등산로 주변에 자라고, 뿌리가 깊지 않으며, 꽃이 피지 않
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퇴치작업이 어렵지 않을 것
이다.
Ageratina altissima와 E. rugosum이 동일한 종이므로 통
일된 국명은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세가지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명에 따라 국명을 부여하는 것이
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식물의 정명은 A. altissima
이므로 이 학명에 부여된 국명인 미국등골나물(Kim,
2007, 2019)을 쓰는 것이다. 둘째는 서양등골나물에 사용
한 E. rugosum의 학명을 수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학명을
기준으로 국명을, 후자는 국명을 기준으로 학명을 변경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A. altissima에 대해 2개 국명
을 함께 쓰는 것이다. 국명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명명법
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종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국명을 사
용하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세번째 방안
은 최선이 아니다. “서양등골나물”이 “미국등골나물”보
다 여러 문헌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외래 식물의
국내 분포를 최초 보고한 문헌에서 “서양등골나물”을 사
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A. altissima의 국명은 서양등골나
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Ageratina에 대한
국명도 서양등골나물속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서양
등골나물속은 아메리카대륙에 자생하는 약 250종을 포함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서양등골나물 1종만 분포한다.
린네 표본관(The Linnaean Herbarium, LINN)에는 서양등
골나물의 원명인 Ageratum altissimum으로 등록된 표본이
없다. 그러나 Eupatorium altissimum으로 동정된 표본은 2
점(LINN 978.7과 LINN 978.25)이 있는데, LINN 978.25는
형태적으로 A. altissima와 일치하고 LINN 978.7은 E.
altissimum과 일치한다. LINN 978.7 표본에는 속명을 표시
하지 않고 단지 “altissimum”이라고 적힌 린네의 글씨와 그
의 아들(Linnaeus, f.)이 추가한 “Ageratoides”라는 주석
(annotation)이 있다. 이 주석에 쓰인 이름은 Linnaeu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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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가 Ageratum altissimum을 Eupatorium속으로 분류할
때 사용했던 대체명이므로 이 표본이 A. altissimum의 기준
표본으로 여겨진다(Clewell and Wooten, 1971).

Taxonomy
Ageratina altissima (L.) R. M. King & H. Rob., Phytologia
19: 212, 1970. Ageratum altissimum L., Sp. Pl. 839, 1753;
Eupatorium altissimum (L.) L., Syst. Veg. ed. 13, 614, 1774,
nom. illeg.; E. rugosum Houtt., Nat. Hist. 2(10): 558, 1779,
nom. nov.; E. urticaefolium Reichard, Syst. Pl. 3: 719, 1780,
nom. nov., nom. illeg.; E. ageratoides L. f., Suppl. Pl. 355,
1781, nom. nov., nom. illeg.—TYPE: LINN 978.25 (holotype:
LINN, http://linnean-online.org/9969/).
국명: 서양등골나물.
영명: White snakeroot.
분포: 캐나다 및 미국 동부 지역에 자생; 서울, 경기도의
산지 등산로 주변, 화단 등에 귀화종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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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골나물과 서양등골나물(국화과: 등골나물족)의 분류학적 검토
오상훈*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요: 서양등골나물은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 침입종이다. 북아메리카 동부지역이
원산지인 이 외래 식물에 대해 각각 2개의 학명(Eupatorium rugosum Houtt., Ageratina altissima (L.) R. M.
King & H. Rob.)과 국명(서양등골나물 및 미국등골나물)이 혼용되고 있어 분류학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분류학적 실체와 내력을 밝혀 분류학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등
골나물과 서양등골나물은 동일한 분류군으로서 린네가 Species Plantarum에 Ageratum altissimum으로 처음
기재한 종이다. 이 종은 Eupatorium속으로 전이되어 대체명이 공표되고 이후 Ageratina속으로 전이되었다.
즉, Eupatorium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해 이미 존재하였던 E. altissimum L. 때문에 대체명으로
E. rugosum이 공표되었고, Ageratina속에서는 종소명 ‘altissima’를 사용하고 있던 종이 없었기 때문에 원명에
근거해 A. altissima의 학명이 공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된 이름들이 국내에서는 서로 다른 분류군으
로 인식되면서 분류학적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형태 및 분자 형질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서양등골나물의 정명은 A. altissima이다.
적

주요어: 등골나물아재비속, 서양등골나물속, 등골나물속, 서양등골나물, 분류학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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