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치식물
Pteridophy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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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송과

Lycopodiaceae

1

1

2

북극다람쥐꼬리 Huperzia arctica

북극다람쥐꼬리
Huperzia arctica (Grossh. ex Tolm.) Sipliv.
Polar Fir Clubmoss
Huperzia는 17세기 Johannes Huperz라는 사람에서 비롯되었고, arctica
는 북극을 뜻한다.
다년생 상록성 초본이고,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가 다발처럼 모여 자란다.
높이는 4~10cm이고, 뿌리는 곧은 뿌리가 없으며 옅은 갈색이다. 지표나 지
하에 줄기가 없다. 잎은 잎자루가 없고 갓 모양으로 퍼져 있다.

Huperzia: After Johannes Huperz (17 century). arctica:
Arctic.

1 전체 모습
2 군락
3 북극콩버들과
자라는 모습
4 살눈이 자라는 모습

Perennial evergreen; This plant is characterized by
clustered upright shoots and the absence of horizontal
stems.
4-10 cm high; Taproot absent; Roots pallid-brown;
Ground-level or underground stems not developed
horizontally or vertically.
Sporangia are borne in the axils of unmodified leaves.
Wet meadows, hummocks, with high organic content,
or peat; Widespread on the west coast of Spitsbergen,
but not common.
3

4

포자낭은 잎겨드랑이에 생긴다.
물기가 많은 풀밭이나 언덕, 유기물 함량이 높은 지역이나 이탄 지역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 서부 해안에 넓게 분포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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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새과

Equisetaceae

2

1

2

북극쇠뜨기 Equisetum arvense ssp. alpestre

북극쇠뜨기
Equisetum arvense ssp. alpestre (Wahlenb.) Schönswetter & Elven
Polar Horsetail
Equisetum은 말꼬리, arvense는 들판, alpestre는 알프스 또는 아고산성
의 라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영양줄기와 생식줄기가 따로 나며, 생식줄기는 초봄에
성숙한다.
높이는 3~10cm이고, 녹색의 영양줄기는 마디가 뚜렷하게 구분되며, 마디
는 작은잎으로 둘러싸인다. 줄기에는 세로줄 모양의 능선이 3~4개 있다.
포자는 생식줄기 끝에 있는 럭비공 모양의 포자낭이삭(포자수)에서 만들
어진다.

3

Equisetum: Horsetail.
arvense: In the fields.
alpestre: Alps or alpestrine.
Perennial herbs; Plants have different types of body,
fertile and vegetative stems. Fertile stems mature early
in the spring.

1 군락을 이룬 모습
2, 3 영양줄기
4 군락을 이룬 모습
5 방석 모양으로
자라는 모습

3-10 cm high; Vegetative stems green and conspicuously
jointed with nodes covered by whorls of tiny leaves;
with 3-4 ridges.
Sporangia in terminal cone-like structures.
Mossy carpet; wet muddy soil of lake; chiefly occurs
in inner fjord areas
4 5
in somewhat more
favourable localities.

축축한 저지대, 늪지대, 이끼가 덮인 지역과 같이 습한 곳에서 자라며, 생
장에 다소 유리한 피오르드 내륙지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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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새과

Equisetaceae

3

1

2

좀속새 Equisetum scirpoides

좀속새
Equisetum scirpoides Michx.
Dwarf Horsetail
Equisetum은 말꼬리를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에는 세로줄 모양의 능선이 6~8개 있다.
높이는 5~10cm이고, 줄기에는 마디가 뚜렷하게 구분되며, 마디는 작은잎
으로 둘러싸인다.
포자낭이삭(포자수)은 럭비공 모양이며 생식줄기 끝에 형성된다.

Equisetum: Horsetail.
Perennial herbs; thinner than E. arvense ssp. alpestre.
5-10 cm high; Stems conspicuously jointed with nodes
covered by whorls of tiny leaves; With 6-8 ridges.

1, 2, 3 습지에서 자라는
모습
4 메모리카드와 크기를
비교한 모습

Sporangia in terminal cone-like structures.
Ridges, moderately well drained areas, rocks, gravel
with low organic content; West and north coasts of
Spitsbergen; Lived in the northern mountains of the
Korean Peninsula.

3

4

산등성이, 배수가 원활한 지역, 암석, 자갈, 유기물 함량이 낮은 지역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 북서부 해안에 널리 분포한다. 한반도 북부 산간지
대에도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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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자엽식물
2 Dicotyledonea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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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과

Salicaceae

4

1

2

북극콩버들 Salix polaris

북극콩버들
Salix polaris Wahlenb.
Polar Willow
Salix는 버드나무, polaris는 극지를 뜻한다.
다년생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관목이며, 식물체가 땅에 붙어서 기는 형태
이고,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다.
높이는 1~5cm이며, 잎은 어긋나고 원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표면에 털이
난다.
꽃은 생장 초기에 줄기 끝에 피며, 꽃잎이 없고 붉은색이다. 열매는 적갈색
삭과이며, 털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Salix: Willow.
polaris: That grows in the polar regions.
Perennial prostrate dwarf shrub; Flowers unisexual;
male and female spikes on separate plants.

1 열매를 맺은 모습
2 꽃이 핀 모습
3, 4 열매가 터져서
솜털이 날리는 모습

1-5 cm high; Leaves alternate; Blades rounded and
scattered hairs on the surface.
The flowers early in the season; Without floral leaves;
Terminal on short shoots; The fruit is a dark reddishbrown capsule.
Common and often dominant in heaths and slopes, and
grow on almost any soil types; One of the most widely
distributed Sval3 4
bard plants.

거의 모든 토양에서 자라고, 스발바르 전역에서 널리 발견되는 가장 흔한
식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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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과

Salicaceae

4

1
2

북극콩버들 Salix polaris

1 단풍이 든 잎
2 뿌리가 드러난
모습
3 열매를 맺은 모습
4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
5 수꽃이 핀 모습
6 암꽃이 핀 모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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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풀과

Polygonacea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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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범꼬리 Bistorta vivipara

씨범꼬리
Bistorta vivipara (L.) S.F. Gray
Alpine Bistort

Bistorta: Twist twice.
vivipara: That gives birth to living children.
Flower spike densely covered with small white or pink
flowers; Dark red bulbils, especially from the lowest
part of the spike.

1, 3, 5 꽃이 핀 모습
2 꽃이 핀 작은 개체
4 다른 식물과 섞여
자라는 모습

5-12 cm high; Lower leaves ovate-lanceolate; Stem leaves
sessile and lanceolate.
Bistorta는 두 번 꼬인, vivipara는 태생이라는 뜻이다.

Stamens 8; Pistil 1; styles 3, lengthen out of flower.

다년생 초본으로 꽃이 핀 줄기 아래쪽에 어두운 붉은색의 살눈이 생긴다.

Grows on almost any substrate and is often very
abundant; Wide spread throughout Svalbard; lives in
Mt. Baekdu.

높이는 5~12cm이며, 뿌리 주변에서 나오는 잎은 달걀 모양 또는 끝이 뾰족
한 타원형이고,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잎자루가 없는 피침형이다.
흰색 또는 붉은색의 꽃이 줄기에 빽빽하게 붙어서 이삭 모양으로 핀다. 암
술머리는 3개로 길게 꽃 밖으로 나온다.

3

4

5

거의 모든 토양에서 자라고, 스발바르 전역에서 널리 발견되는 가장 흔한
식물 중 하나이다. 백두산에서도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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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풀과

Polygonaceae

6

1

2

나도수영 Oxyria digyna

나도수영
Oxyria digyna (L.) Hill
Mountain Sorrel
Oxyria는 시다(oxys)에서 유래하였고, 잎에서 신맛이 난다. digyna는 2개
의 암술을 가졌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열매는 납작하고 날개가 있으며, 붉은색 견과이다.
지표면에 로제트가 있고 꽃대는 높이 5~20cm로 올라온다. 잎은 어긋나고
콩팥 모양이며, 잎자루가 잎의 2~3배 길이이다.
여름에 붉은색 또는 초록색의 꽃이 피며, 꽃받침과 꽃잎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Oxyria: Greek ‘oxys’ for sour and ‘aria’ for possession.
digina: Two pistil.
Perennial herbs; A flat and winged nut; reddish.

1 꽃이 핀 모습
2, 3, 4 열매를 맺은
모습

A rosette at ground level; Flowering stems erect, 5-20
cm; Leaves alternate, reniform; Petioles 2-3 times the
length of the blades.
Flowering summer, pink or green; Floral leaves tepals, i.e.,
not differentiated into sepals and petals.
Indifferent as to soil reaction, but perhaps more common
in acidic sites; Widespread
3 4
on Spitsbergen; Lived in the
northern mountai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t.
Baekdu.

토양 특성에 무관하나, 산성 토양에서 좀 더 자주 보인다. 스피츠베르겐에
서 흔하게 발견되고 한반도 북부산간지대와 백두산에서도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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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Caryophyllaceae

7

1

2

북극벼룩이자리 Arenaria pseudofrigida

북극벼룩이자리
Arenaria pseudofrigida (Ostenf. & Dahl) Juz.
Fringed Sandworts
Arenaria는 경기장, 모래, 모래사장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꽃잎은 5개이고 흰색이며, 수술머리는 흰색이고 독특한 향이 있다.
높이는 2~8cm이며, 줄기에는 털이 없고 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털이 있다.
잎은 긴 타원형이고 잎의 끝은 밋밋하다.
꽃은 크고 풍성하게 나며, 꽃잎이 꽃받침보다 두 배 길다. 암술머리가 세 갈
래로 갈라진다.

Arenaria: Latin ‘arena’ for sand or sand field.
Petals 5, white; Anthers white; Flowers have noticeable
scent.

1, 2 꽃이 핀 모습
3 잎이 쇠락하고
꽃이 핀 모습

2-8 cm high; Glabrous stems, but leaves have hairs
along their margin.
Flower is large, profuse; The length of petals is twice as
that of sepals; Stigma divides three parts.
Grows on gravel and sand, often on dry, calcareous
shingle close to the shore; Widespread, but uncommon,
on western and northern coasts of Spitsbergen.
3

자갈과 모래가 많은 지역, 해안에 가깝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다. 스피츠
베르겐 북서부 해안에 널리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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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Caryophyllacea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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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점나도나물 Cerastium arcticum

북극점나도나물
Cerastium arcticum Lge.
Arctic Mouse-ear
Cerastium은 그리스어 ‘keras(뿔)’에서 유래되었고, arcticum은 북극을 뜻
하며, ‘Mouse-ear’라는 명칭은 영국의 박물학자 존 레이(John Ray)가 붙였
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잎은 5개이고 흰색이며 꽃잎 끝이 얕게 2개로 갈라져
심장 모양이다.
높이는 5~10cm이며, 잎은 줄기를 따라 마주나고 잎자루가 없다. 잎은 빨
리 시들고 털이 있다.

Cerastium: From Greek keras, horn.
arcticum: Arctic.
Perennial herbs; Petals 5, white, obtriangular, emarginate;
Shallowly lobed.

1, 2, 3 꽃이 핀 모습
4 동전과 비교한 모습
5 솜털로 덮인 잎

5-10 cm high; Leaves opposite, marcescent and hairy;
Petioles absent.
Styles 5; Stamens 10, yellowish green; Fruit with calyx persisting, capsule.
Grows in fairly moist, but not wet plac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3

4

5

암술머리는 5개이고, 수술은 10개이다. 열매는 꽃받침이 있는 삭과이다.
습기가 있으나 물이 차지 않은 곳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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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Caryophyll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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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갯별꽃 Honkenya peploides ssp. diffusa

북극갯별꽃
Honkenya peploides ssp. diffusa (Hornem.) Á. Löve
Sea Sandworth
Honkenya는 독일의 식물학자 Gerhard August Honckeny(1724~1805)
에서 비롯되었다. peploides는 고대 그리스 의복인 페플로스(Peplis)를,
diffusa는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바다 근처의 해안에서 생장한다.
높이는 2~8cm이며, 다육질이고 가지가 많으며 땅에 붙어서 난다. 잎은 빨
리 시들고 잎의 끝은 뾰족하며 줄기를 따라 마주난다.

Honkenya: After the german botanist Gerhard August
Honckeny (1724-1805).
peploides: Greek peplis. diffusa: Widespread.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s; Grows on shingle near the sea.
2-8 cm high; Glabrous, fleshy, much branched, elongate;
Leaves opposite, marcescent; Leaf apices acute.
Flowers per inflorescence 1-6. Petals white, small and
free; So calyx is seen through the petals; Fruit with
calyx persisting, a capsule.
Seashores, lake shores, moist areas, low organic content;
The plants grow in western Spitsbergen.
3

꽃차례에 1~6개의 꽃이 피고, 꽃잎은 흰색이며 크기가 작아서 꽃받침이 보
인다. 열매는 꽃받침이 있는 삭과이다.
해변, 염생, 호숫가, 습지대, 유기물 함량이 낮은 곳에서 자라고, 스피츠베
르겐의 서쪽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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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Caryophyllaceae

10

1

2

북극개미자리 Minuartia biflora

북극개미자리
Minuartia biflora (L.) Schintz & Thellung
Tufted Sandwort
Minuartia는 스페인의 식물학자 Juan Minuart(1693~1768)에서 비롯되었
고, biflora는 꽃이 2개인 것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에 털이 있고 편평한 방석을 이루며 가로로 누워 자
란다.
높이는 1~8cm이고, 기는줄기로 빽빽한 식물체를 이룬다. 잎은 마주나며,
일찍 떨어지고 잎자루가 없다.

Minuartia: After the spanish botanist Juan Minuart
(1693-1768).
biflora: With two flowers.

1, 2 꽃이 핀 모습
3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

Perennial herbs; Decumbent plant in flat cushions
1~8 cm high; Stoloniferous, compact; Leaves opposite,
marcescent; Petioles absent.
Flowering stems with leaves, hairy; Flowers per inflorescence 1-3; Petals 5 free; Fruit with calyx persisting,
dry, a capsule.
The species grows in various substrat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and
quite common.

3

꽃줄기에 잎과 털이 있고, 꽃차례에 1~3개의 꽃이 핀다. 꽃잎은 5개로 서로
떨어져 있다. 열매에 꽃받침이 있는 삭과이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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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과

Caryophyll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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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외대개미자리 Minuartia stricta

북극외대개미자리
Minuartia stricta (S.W.) Hiern
Teesdale Sandwort

Minuartia: After the spanish botanist Juan Minuart
(1693-1768).
stricta: Upright or straight.

1 꽃봉오리가 달린
전체 모습
2, 3 열매를 맺은 모습

Perennial herbs; Stems glabrous; Long leaves; Commonly,
one long flowering stems has one flower.
2-20 cm high; Low, loosely tufted, or matted; Leaves
opposite, marcescent; Petioles absent.

Minuartia는 스페인의 식물학자 Juan Minuart(1693~1768)에서 비롯되었
고, stricta는 직립 또는 오른쪽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에 털이 없고 잎이 길며, 대개 1개의 긴 꽃대에 1개의
꽃이 핀다.
높이는 2~20cm이고, 기는줄기로 성긴 무리를 이룬다. 잎은 마주나며 일찍
떨어지고 잎자루가 없다.
꽃대에 잎이 있고 털은 없다. 꽃차례에 1~4개의 꽃이 핀다. 꽃잎은 5개이고
흰색이며 꽃받침보다 약간 길다. 열매는 꽃받침이 있는 삭과이다.

Flowering stems with leaves, glabrous; Flowers per inflorescence 1-4; Petals 5 free, longer than the calyx, white;
Fruit with calyx persisting, a capsule.
Grows on clay in wet places, or on margins
of mossy cushions; Not common; Nearby
the Arctic Dasan Station and some regions
of the northern seashore.

3

습지 또는 이끼가 서식하는 지역의 가장자리에서 자라며, 다산기지 인근과
북부 해안가 일부에 서식하고 있으나 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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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별꽃 Stellaria humifusa

북극별꽃
Stellaria humifusa Rottb.
Arctic Chickweed
Stellaria는 별, humifusa는 지면에 놓인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잎은 5개이고 흰색이다. 꽃잎이 거의 밑부분까지 깊게
2개로 갈라져서 꽃잎이 10개로 보인다. 다른 식물 위를 포복하여 자란다.
높이는 2~6cm이고, 다육질 식물체가 뭉쳐난다. 잎은 줄기를 따라 마주나
며 빨리 시든다.

Stellaria: Star.
humifusa: That layed on the ground.
Perennial herbs; Petals 5, white, deeply cleft almost to
the base; This species is creeping among other plants.

1 꽃이 핀 모습
2 군락을 이룬 모습
3꽃

2-6 cm high; Fleshy and matted; Leaves opposite; Marcescent.
Flowering stems with leaves; Inflorescence axillary;
Fruit with calyx persisting, a capsule.
Grows in damp places near the seashore, wet meadows,
marshes; Widespread throughout Sval- 3
bard.

꽃자루에 잎이 있고 잎겨드랑이에서 꽃이 핀다. 열매는 삭과이다.
해안가의 습한 곳, 습초지, 늪지에서 자라고, 스발바르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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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드라별꽃 Stellaria longipes

툰드라별꽃
Stellaria longipes Goldie
Tundra Chickweed
Stellaria는 별, longipes는 길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잎은 5개이고 흰색이다. 꽃잎이 거의 밑부분까지 깊게
2개로 갈라져서 꽃잎이 10개로 보인다.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머리가 붉은
색이다.
높이는 3~8cm이고, 잎은 줄기를 따라 마주나며 빨리 시든다.

Stellaria: Star.
longipes: Long.

1, 2, 3, 4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s; Petals 5, white, deeply cleft almost to
the base; Stamens 10; Anthers red.
3-8 cm high; Leaves opposite, marcescent.
Flowering stems with leaves; Styles 3; Fruit with calyx
persisting, a capsule.
Generally found in dry places on calcareous substrates,
but may also occur in damper localiti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3

4

꽃자루에 잎이 있고, 암술대는 3개이며, 열매는 삭과이다.
주로 석회질의 건조한 곳에서 발견되나, 습한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스발바
르 전역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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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끼장구채 Silene acaulis

북극이끼장구채
Silene acaulis (L.) Jacq.
Moss Campion
Silene는 그리스 신화의 Silenus에서 비롯되었다. Matthias Lobelius가 지
은 명칭(1576년)이다. acaulis는 줄기가 없다는 뜻이다.

Silene: Named after Silenus.
acaulis: Without stem.
Perennial, potentially long-lived. Solitary herb forming
cushions; The south side of the cushion pink (rarely
white) flowers first.

1 수꽃이 핀 모습
2 습지에 꽃이 핀 모습
3 잎이 쇠락하는 모습

2-8 cm high; Tap root; Leaves densely opposite, linear,
acute; Dead leaves persist for several years, protecting
the caudex branches.

수명이 긴 다년생 초본. 한 개체가 방석 모양이며, 분홍색꽃(가끔 흰색꽃)
이 남쪽 방향에서 먼저 핀다.

Flowers singly in shoot apices, bisexual or female; Petals
5, apex slightly notched; Fruit with calyx
3
persisting, a capsule.

높이는 2~8cm이고, 곧은뿌리(주근)가 있다. 잎은 밀집하여 마주나고 모양
이 가늘며 끝이 뾰족하다. 죽은 잎은 수년 간 남아 줄기 안쪽에서 잔가지를
보호한다.

The species grows in various substrat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and
very common.

꽃은 줄기 끝에 한 개씩 피며 양성화 또는 암꽃이다. 꽃잎은 5개이고, 열매
는 삭과이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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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끼장구채 Silene acaulis

1

2
3

4
5

6
1 5℃에서 꽃이 핀 모습
2 남쪽 방향에서 먼저
꽃이 핀 모습
3, 6 암꽃이 핀 모습
4, 5, 8 수꽃이 핀 모습
7 흰꽃이 핀 모습
9 꽃이 핀 작은 개체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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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풍선장구채 Silene involucrata ssp. furcata

흰풍선장구채
Silene involucrata ssp. furcata (Raf.) V.V. Petrovsky & Elven
Artic White Campion
Silene는 그리스 신화의 Silenus에서 비롯되었다. Matthias Lobelius가 지
은 명칭(1576년)이다. involucrata는 꽃을 둘러싼 총포, furcata는 갈색, 갈
색 계열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받침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흰색의 꽃이 꽃받침
위로 나와 있다. 꽃받침은 서로 붙어 있고 자주색 능선과 흐린 연두색 골이
있다.
높이는 5~15cm이며, 긴 타원형 잎이 로제트를 이루고, 꽃대에 잎자루가
없는 잎이 2~3쌍 마주난다.

3

Silene: Named after Silenus.
involucrata: With a shelf around the flowers.
furcata: Brown.

1 꽃봉오리가 달린
전체 모습
2, 4 꽃
3 꽃이 핀 작은 개체

Perennial herbs; Sepal looks like a balloon; Petals white,
up to calyx; Calyx sepals 5, fused, ribs purple.
5-15 cm high; With dense tufts of basal rosettes of long
egg-shaped leaves; Flowering stems with 2-3 pairs of
opposite leaves. Petioles absent.
Flowering stems glandular hairs present, sometimes
viscid; Petals 5; Fruit with calyx persisting, a
4
capsule.
Grows on moderately dry ground in nutrientrich places; Found in a few places along the
western and northen coasts.

꽃대에 털이 있고, 꽃잎은 5개이며, 열매는 꽃받침이 있는 삭과이다.
양분이 풍부하고 건조한 곳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 북서 해안선을 따
라 일부 장소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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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풍선장구채 Silene uralensis ssp. arctica

북극풍선장구채
Silene uralensis ssp. arctica (Th.Fr.) Bocquet
Polar Campion
Silene는 그리스 신화의 Silenus에서 비롯되었다. Matthias Lobelius가 지은
명칭(1576년)이다. uralensis는 러시아 우랄산맥, arctica는 북극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받침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꽃잎이 작고 옅은 보라
색이다. 꽃받침은 서로 붙어 있고 흰색 바탕에 자주색 능선이 있다.
높이는 5~12cm이며, 줄기와 줄기의 잎, 꽃받침에는 긴 털이 있다. 폭이 좁
은 주걱 모양 잎이 바닥에서 마주난다.

3

Silene: Named after Silenus.
uralensis: From the Ural mountains in Russia.
arctica: Arctic.
Perennial herbs; Flower looks like a balloon; Petals
small and pale purple; Calyx sepals fused, ribs purple.

1 꽃이 핀 모습
2, 3 열매가 맺은 모습
4 열매가 익어 가는
모습
5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
6 꽃이 핀 모습

5-12 cm high; Stems, stem leaves, and calyx with long
hairs; Basal leaves opposite, narrowly oblanceolate or
spathulate; Green, or some dark violet colour.
Inflorescence of a single terminal flower; Petals 5; Fruit
an erect capsule.
The species grows in various substrat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and very common.
4

5

6

꽃대 끝에 1개의 꽃이 피고, 꽃잎은 5개이며, 열매는 곧추선 삭과이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제도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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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젓가락나물 Ranunculus hyperboreus ssp. arnellii

북극젓가락나물
Ranunculus hyperboreus ssp. arnellii Scheutz
High Northern Buttercup
Ranunculus는 작은 개구리, hyperboreus는 최북단이라는 뜻이고 arnellii
은 인명 Arnell에서 비롯되었다.

Ranunculus: Small frog.
hyperboreus: Northernmost.
arnellii: Origin of the name, Arnell.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 true aquatic vascular plant, can’t live
dry condition; Creeping stems; Yellow flower in leaf
axis.
2-4 cm high; Creeping and rooting stems. Rooting at
the nodes of stem; Leaves palmate, three main lobes.

다년생 초본으로 건조지에서 살 수 없는 진수생식물이다. 기는줄기에 노란
색 꽃이 잎줄기를 따라 핀다.

Single flowers in leaf axis, usually terminally on the
shoot; Flower three sepals and petals;
3
The fruits are hard nutlets.

높이는 2~4cm이고, 줄기는 물에 뜨기도 하며 마디에서 뿌리가 나온다. 잎
은 손바닥 모양이며 3개로 갈라지고 어긋난다.

In small ponds or very wet moss area;
Present on all major islands in Svalbard.

꽃은 줄기 끝에 1개 피고, 노란색 꽃잎이 3개만 있어서 꽃잎이 일부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열매는 껍질이 딱딱한 견과이다.
작은 개울이나 이끼가 많고 매우 습한 지역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제도의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60

북극식물-본문p020-069(0409).indd 60-61

61

2012-04-10 오후 4:33:14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18

1

2

난장이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pygmaeus

난장이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pygmaeus Wahlenb.
Pigmy Buttercup

Ranunculus: Small frog.
pygmaeus: Small, tiny.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 Flower 0.5-0.8 cm wide. Plant is very
small.
2-6 cm high; Aerial stems erect; Blades palmate.

다년생 초본으로 꽃의 크기가 0.5~0.8cm이고 식물체가 매우 작다.

Inflorescence single, terminal flowers; Flower 5 sepals
and petals; sepals pale green; Petals yellow; Globular
shape pistils are located in the middle of flower; Yellow
stamens are around pistils.

높이는 2~6cm. 줄기는 곧게 서 있으며, 잎은 깊게 갈라진 손바닥 모양이다.

Moist place; Common on Spitsbergen.

Ranunculus는 작은 개구리, pygmaeus는 작다는 뜻이다.

3

꽃은 줄기 끝에서 1개 피고, 꽃잎은 노란색, 꽃받침은 밝은 연두색으로 각
각 5개씩 있다. 꽃 가운데 연두색 공 모양의 암술이 있고, 그 주위로 노란색
수술이 있다.
습한 지역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에서 흔히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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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sulphureus

유황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sulphureus Sol.
Sulphur-coloured Buttercup

Ranunculus: Small frog.
sulphureus: Sulfur.
Perennial herb; Stem leaves palmate, cuneate or truncate
at base.
5-15 cm high; Leaves alternate; Stem leaves sessile; Basal
leaves have petiole.

Ranunculus는 작은 개구리, sulphureus는 황(유황, Sulfur)의 라는 뜻이
다.

Single, terminal flowers; Petals 5, yellow; Globular
shape pistils in the middle of flower; Yellow stamens
(>30) around pistils.

다년생 초본으로 잎은 손바닥 모양이며 아래쪽은 쐐기 모양이다.

Moist place; Common on Spitsbergen.

높이는 5~15cm이며, 잎은 어긋난다. 뿌리에서 나는 잎은 잎자루가 있고,
줄기의 잎은 잎자루가 없다.

1, 2, 3 꽃이 핀 모습
4 꽃이 지고 열매가
맺은 모습

3

4

꽃은 줄기 끝에서 1개 피고, 꽃잎은 노란색, 5개이다. 꽃 가운데 연두색 공
모양의 암술이 있고, 그 주위로 30개 이상의 노란색 수술이 있다.
습한 지역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에서 흔히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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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양귀비 Papaver dahlianum

스발바르양귀비
Papaver dahlianum Nordh.
Svalbard Poppy
Papaver은 유아에게 먹이는 죽을 뜻하는 라틴어 papa에서 유래되었다.
스발바르 내 유일한 양귀비과 식물이며, 4개의 꽃잎이 있고, 꽃받침과 열매
에 갈색 솜털이 많이 있다.
높이는 5~30cm이며, 줄기에는 잎이 없다. 잎에는 연모가 많고, 갈라지거나
복엽이다.

Papaver: Latin ‘papa’ means gruel for a baby.
Petals 4; Sepals and capsule downy with brown hairs.

1, 3 꽃이 핀 모습
2 꽃이 지고 열매가
맺은 모습

5-30 cm high; Erect stems with leaves in basal rosette
only; Leaves heavily pubescent, lobed or pinnately
lobed.
Single, large, terminal flowers, white or yellow; A dark
green pistil, hairy; Stigma star shape.
Places with stones and gravel;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3

꽃은 줄기 끝에서 1개 피고, 꽃이 크며, 흰색 또는 노란색이다. 초록색의 암
술에 별 모양의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에도 갈색 솜털이 있다.
돌과 자갈이 있는 곳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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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발바르양귀비 Papaver dahlianum

1
2

6
1, 5 꽃이 핀 모습
2 쇠뜨기 군락에서
꽃이 핀 모습
3, 6 꽃
4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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