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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꽃다지아재비 Braya glabella ssp. purpurascens

자주꽃다지아재비
Braya glabella ssp. purpurascens (R.Br.) Cody
Purplish Braya

glabella: Almost naken.
purpurascens: Purple.

1 꽃과 열매
2, 3 꽃이 핀 모습
4 열매가 달린 모습

Perennial herb; Cespitose; Decumbent to prostrate stems;
The species is protected throughout the Kingdom of
Norway.
3-14 cm high; Leaves alternate, succulent (slightly), linear
and oblanceolate.

glabella는 거의 벌거벗은, purpurascens는 자주색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노르웨이 보호종이다. 뭉쳐나며 가로눕거나 기는줄기로
자란다.
높이는 3~13cm이며, 잎은 어긋나고 잎 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다. 잎은 약
간 다육성이며 가늘고 길다.

Inflorescence racemose, dense in flower; Petals 4, free,
white or pink.
Grow generally on calcareous gravel; Seashore.
3

4

꽃줄기에 털이 있고, 총상꽃차례로 꽃이 핀다. 흰색 또는 붉은색의 꽃잎은
서로 떨어져 있고 4개이다.
해안가에서 주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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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황새냉이 Cardamine pratensis ssp. angustifolia

북극황새냉이
Cardamine pratensis L. ssp. angustifolia (Hooker) O.E. Schultz
Polar Cress (Cockoo-flower)

3

Cardamine: Greek word, kardamon, name of a cress.
pratensis: That grows in the field.
angustifolia: narrow leaves.

1, 2, 3 꽃이 핀 모습
4 뿌리잎이 난 모습

Perennial herbs; Unbranched stems and compound
leaves; Petals 4.
10-20 cm high; Aerial stems erect; Leaves alternate,
pinnate, oblanceolate.

Cardamine는 BC 400년경 Aristophanes가 붙여준 갓류 식물의 명칭인 그
리스어 ‘kardamon’에서 유래되었으며, pratensis는 야외에서 자란다는 뜻
이고, angustifolia는 잎이 좁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가지는 갈라지지 않고, 잎은 겹잎이며, 꽃잎은 4장이다.

Inflorescence racemose; Flowers per inflorescence 8-14,
actinomorphic; Petals, pink; Stamens 6.
Moist place;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4

높이는 10~20cm이며, 줄기는 곧추선다. 꽃대에 달린 잎은 어긋나며, 날개
모양이고, 거꾸로 된 창 모양이다.
꽃은 총상꽃차례로 배열된다. 꽃차례당 8~14개의 꽃이 피며, 방사대칭형이
다. 꽃잎은 분홍색이며, 수술은 6개이다.
주로 습한 지역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72

북극식물-본문p070-136(0409).indd 72-73

73

2012-04-10 오후 4:31:21

십자화과

Brassicaceae

23

1

2

그린란드고추냉이 Cochlearia groenlandica

그린란드고추냉이
Cochlearia groenlandica L.
Polar Scurvygrass

Cochlearia: Latin spoon.
groenlandica: After the danish botanist J. Grønland
(1824-1891).

1, 2 꽃이 핀 모습
3	잎이 무성한 모습

Perennial herbs; Lives 2-5 years with flowering and
fruiting in the last year; Flat rosette.
1-20 cm high; Rosette leaves with round or reniform
blades; Stem leaves sessile.

Cochlearia는 라틴어로 숟가락이라는 뜻이며, groenlandica는 덴마크의
식물학자 J. Grønland(1824~1891)에서 비롯되었다.
편평한 로제트를 구성하는 다년생의 키 작은 식물이다. 2~5년 동안 생존하
며 마지막 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Petals 4, white; Rich fruit.
Various substrat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3

높이는 1~20cm이며, 로제트의 잎은 둥근 모양 또는 콩팥 모양이고, 줄기
의 잎은 잎자루가 없다.
꽃은 흰색이고 꽃잎은 4장이다. 단각과의 열매가 많이 달리고 열매는 원형
~기다란 달걀 모양이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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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꽃다지 Draba alpina

고산꽃다지
Draba alpina L.
Alpine Whitlow-grass
Draba는 그리스어로 날카롭다는 뜻의 ‘drabe’에서 유래되었고, alpina는
산에 속하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노란색 또는 흐린 노란색의 꽃이 핀다. 식물체에 십자형
또는 불규칙하게 분지하는 털이 있다.
높이는 3~10cm이며, 각 로제트에는 잎이 없는 1개의 꽃대가 있다. 로제트
의 잎은 긴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잎의 가장자리에 1mm 이하의 털이
있다.

3

Draba: From Greek drabe meaning sharp.
alpina: That belongs in the mountain.
Perennial herb; Petals bright yellow (rarely pale yellow);
Plant body with small hairs, cruciform or irregularly
branched.

1, 3 꽃이 핀 모습
2 열매가 맺은 모습
4 열매가 터져 씨앗이
나온 모습
5 작은 개체에 꽃이
핀 모습

3-10 cm high; Each rosette potentially with one scape
without leaves; Leaves oblanceolate or obovate; Leaves
margin with simple hairs up to 1 mm.
Inflorescence a raceme; Petals 4; Sepals dark greyish
green or purple colour.
Various substrat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4

5

총상꽃차례이고 꽃잎은 4개이다. 꽃받침 열편은 암회녹색 또는 자주색이
다.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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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범의귀아재비 Micranthes nivalis

눈범의귀아재비
Micranthes nivalis L.
Alpine Saxifrage

Micranthes: With small flowers.
nivalis: That grows where there is snow.
Perennial herb; 1-5 bunches of flowers per 1 flower
stem, each bunch with 1-4 flowers.
3-12 cm high; Leaves basal in rosettes, broadly ovate to
rounded, coarsely dentate with obtuse triangular teeth;
Winged petiole.

Micranthes는 작은 꽃이 있는, nivalis는 눈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는 뜻이
다.

Flowering stems pubescent with long and curly/
intertangled; Petals 5, white or more rarely pale pink.

다년생 초본으로 꽃대에 1~5개의 꽃다발이 달리며 한 다발에 각각 1~4개
의 꽃이 있어 꽃이 꽃대 위에서 뭉쳐나는 것처럼 보인다.

Heaths, herb slopes, dry river terraces,
and similar sites; Predominantly on
well-drained coarse substrates (sand,
gravel, stones); Found on all major
islands in the Svalbard.

높이는 3~12cm이며, 로제트의 잎은 넓은 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둔한 삼각
형의 톱니 모양이다. 잎자루는 짧고 날개가 있다.
꽃대는 가는 털로 덮여 있다. 꽃잎은 5개이고 흰색 또는 드물게 연한 붉은
색이다.

1, 2 영양성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나 꽃이
핀 모습
3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

3

황야, 경사지, 산의 자갈 비탈, 건조한 하안단구 및 유사지역, 주로 배수가
잘되는 거친 기질(모래, 자갈, 돌)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제도 거의 대부분
의 섬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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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범의귀아재비 Micranthes hieracifolia

붉은범의귀아재비
Micranthes hieracifolia (Waldst. & Kit. ex Willd.) Haw.
Hawkweed-leaved Saxifrage
Micranthes는 작은 꽃이 있는, hieracifolia는 조밥나물속과 같은 잎이 달
렸다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줄기는 두껍고 뻣뻣하며 가는 털이 빽빽이 나 있다.
높이는 4~20cm이며, 로제트 잎은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꽃자루가 거의 없는 꽃들이 꽃대 끝에 치밀하게 난다. 꽃받침열편과 꽃잎
은 각각 5개인데, 자주색의 꽃잎이 매우 작아 꽃받침이 보인다.

3

Micranthes: With small flowers.
hieracifolia: With leaves as Hieracium.
Perennial herb; Inflorescence on a stout and stiff, densely glandular-pubescent flowering stem.

1, 2, 3 열매가 익어
가는 모습
4 솜털이 많이 난 잎과
꽃줄기

4-20 cm high; Basal rosettes leaves ovate or elliptic;
Apex leaves acute.
Very compact spike-like panicle of numerous clusters
of subsessile flowers; 5 sepals and petals; Petals purple,
very small.
Most common in densely vegetated heaths
or meadows with rather moist substrate;
Common in Spitsbergen.

4

나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잔디나 이끼가 자라는 다소 촉촉한 곳에서 자란
다. 스피츠베르겐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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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범의귀 Saxifraga aizoides

노랑범의귀
Saxifraga aizoides L.
Yellow Saxifrage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다.
다년생 초본으로 분지가 많은 지하경과 원줄기의 하단이 포복하여 작은
군집과 식물체를 이룬다.
높이는 2~10cm이며, 지하경은 짧고 지면에서 많이 분지된다. 원줄기의 하
단은 포복하고 상단은 곧추서며 밀집하여 총생한다. 잎은 어긋난다.
꽃대 끝에서 작은 여러 개의 꽃이 핀다.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 5개이고,
꽃잎은 서로 겹쳐지지 않으며 밝은 황색이다. 열매는 삭과이다.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 Forming small colonies and mats due
to branched rhizome and procumbent lower parts of
stems.
2-10 cm high; Short subterranean rhizome, extensively
branched at ground level; Densely to laxly cespitose
with stems procumbent at base, erect above; Leaves
alternate.
Flowers terminal on stem, 2-3 in a short
cyme; 5 sepals and petals; Petals nonoverlapping, bright yellow; Fruit a capsule.

3

Prefers well-drained to coarse substrates;
Spitsbergen.

배수가 잘 되는 거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스피츠베르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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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눈바위취 Saxifraga cernua

씨눈바위취
Saxifraga cernua L.
Drooping Saxifrage

3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Perennial herb; Several dark red to blackish bulbils in
each leaf axil.
3-12 cm high; Leaves alternate, palmate, 3-7 subacute
lobes.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다.

Flowering stem with terminal flower; 5 sepals and
petals; Petals white; Sepals red to reddish-green.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에서 잎이 나오는 잎겨드랑이마다 짙은 붉은색의 구
슬눈이 달린다.

Common in various substrate; One of the most common
in Svalbard; Lived in Mt. Baekdu.

높이는 3~12cm이며, 잎은 손바닥 모양이고, 3~7개의 거치가 있으며 어긋
난다.

1, 2 꽃이 핀 모습
3 꽃과 꽃줄기에 달린
구슬눈
4 꽃이 핀 모습

4

꽃대 끝에 1개의 꽃이 피며, 꽃잎은 흰색이다.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 5개
이고 꽃받침은 적색 또는 적색이 도는 연두색이다.
다양한 토양에서 자라며, 스발바르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가장 널리 분
포하는 식물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에서도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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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범의귀 Saxifraga cespitosa

다발범의귀
Saxifraga cespitosa L.
Tufted Saxifrage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cespitosa: Like grass, turfty.

1, 2 꽃이 핀 모습
3, 4 둥글게 다발을
이룬 모습

Perennial herb; Each rosette with one flowering stem;
Leaves with three lobes.
4-10 cm high; Extensively branched at or below ground
level from a single root; Cespitose.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다.
cespitosa는 잔디 모양으로 자란, 다발을 뜻한다.

Flowers terminal on stem; 5 sepals and petals; Petals
white, pale yellow or rarely green.

다년생 초본으로 각 로제트는 1개의 꽃대를 가지며, 잎은 3개의 작은잎으
로 갈라진다.

Common to frequent in various site; Present on all major
islands of Svalbard.

높이는 4~10cm이며, 한 개의 뿌리로부터 지면 또는 지하로 많은 분지를 이
루며 뭉쳐난다.

3

4

꽃대 끝에서 꽃이 피며 꽃잎은 흰색 또는 흐린 노란색이다.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 5개이고 간혹 연두색 꽃이 피기도 한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제도의 거의 모든 섬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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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습지범의귀 Saxifraga hirculus

노랑습지범의귀
Saxifraga hirculus L.
Yellow Marsh Saxifrage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다.
다년생 초본으로 1개의 큰 꽃이 피며, 노란 꽃잎에 주황색 점이 있는 경우
가 많다.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 One large flowers on terminal of stem;
Yellow petals often with reddish dots.
4-10 cm high; Forming small colonies; Long, reddish
brown hairs in basal parts of leaves.
5 sepals and petals; Sepals dark red.
Common in moist area and rarely in shallow mires;
Frequent in parts of Spitsbergen.
3

높이는 4~10cm이며, 군집을 이루고 잎 아래 부분에는 긴 적갈색 털이 있
다.
꽃대 끝에 꽃이 피며,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 5개이다. 꽃받침은 붉은색이
고 활짝 핀 꽃잎보다 크기가 작다.
주로 습지에서 자라고, 드물게는 얕은 수렁에도 관찰된다. 스발바르 제도에
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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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범의귀 Saxifraga oppositifolia

자주범의귀
Saxifraga oppositifolia L.
Purple Saxifrage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Perennial herb, very long-lived; Forming mats by long
prostrate branches or cushions by shorter branches;
Flowers pupple, pink, rarely white.

1 기는 줄기가 발달하고
꽃이 핀 모습
2, 3 꽃이 핀 모습

2-8 cm high; Leaves opposite, sessile, thick, triangular,
suborbicular, obovate.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다.
수명이 매우 긴 다년생 초본으로 포복성 줄기로 밀집하거나 보다 짧은 줄
기로 방석을 형성한다. 붉은 보라색, 분홍색 드물게 흰색 꽃이 핀다.
높이는 2~8cm이며,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없으며, 두꺼운 삼각형, 아구
형, 도란형이다.

Flowers singly in leaf axils; Petals 5-6, ovate, obtuse;
Stamens 10, purple.
Occurring in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One of the most widely distributed vascular plants in Svalbard.

3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며 꽃잎은 5~6개로 둥근 모양이다. 붉은 보
라색 수술이 10개 정도 자란다.
건조한 곳과 습지 모두에서 자라고 종종 자갈이나 작은 바위가 있는 지역
에서도 자란다. 스발바르에서 가장 우점하는 식물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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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귀과

Saxifragaceae

31

1
2

자주범의귀 Saxifraga oppositifolia

1 북극콩버들과 함께
자라는 모습
2, 3 꽃이 핀 모습
4 동전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
5, 6 기는 줄기가
발달한 모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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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귀과

Saxifragaceae

32

1

2

물범의귀 Saxifraga rivularis

물범의귀
Saxifraga rivularis L.
Highland Saxifrage

Saxifraga: From Latin ‘saxum’ meaning knoll, and ‘frango’ meaning breaking.
rivularis: River.

1 열매가 맺은 모습
2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 Local vegetative reproduction by runners.
2-6 cm high; Subterranean runners regularly present;
Leaves alternate; Basal leaves palmately lobed.

Saxifraga는 산의 둔덕, 중단을 뜻하는 라틴어 ‘saxum’에서 유래되었으며,
rivularis는 강물이라는 뜻이다.

1-3 flowers in a short cyme; 5 sepals and petals; Petals
white, reddish white.

다년생 초본으로 기는줄기를 활용해 근처로 퍼진다.

Grow moist to wet place; Present on all major islands of
Svalbard.

높이는 2~6cm이며, 땅속으로 기는줄기가 규칙적으로 존재한다. 잎은 어
긋나고, 아래쪽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짧은 꽃차례에 1~3개의 꽃이 핀다.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 5개이고 꽃잎
은 흰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흰색이다.
습한 곳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제도의 거의 모든 섬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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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과

Rosaceae

33

1

3

북극담자리꽃나무 Dryas octopetala

북극담자리꽃나무
Dryas octopetala L.
Mountain Avens
Dryas는 그리스어 참나무에서 따왔으며, octopetala는 꽃잎이 8개인 것을
뜻한다.
다년생의 키가 작은 상록성 관목으로 편평한 방석 모양으로 모여 자란다.
흰색의 꽃이 크고 잎은 참나무 잎을 닮았다.
잎의 가장자리는 굴곡졌고, 잎 뒷면에 미세한 흰색 솜털이 난다.

Dryas: From Greek ‘dryas’ meaning oak.
octopetala: 8 petals.
Low, evergreen, shrub. Forming compact, flat cushions;
Big, white flower. Leaves look like an oak's leaves.
Leaves sinuate, finely white-downy beneath.
Flowers 8 large, white, roundish petals; A nut fruit, the
long and feather-shaped style remains fixed to the nut.

1 꽃이 피고 깃이 달린
열매가 맺은 모습
2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3 방석 모양으로 자라난
잎이 단풍든 모습
4 꽃이 핀 모습
5 열매가 맺은 모습

Grows in dry localities; Widespread throughout Svalbard and common.
3

4

5

꽃잎은 흰색이며 8개이고 둥근 모양이다. 열매는 껍질이 딱딱한 견과이며
깃털 모양의 화주가 견과에 붙어 있다.
건조한 곳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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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과

Ros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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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담자리꽃나무 Dryas octopet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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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깃이 달린 익은 열매를
맺은 모습
2, 6, 7 꽃과 익어가는 열매
3 꽃이 핀 모습
4 단풍든 모습
5 대군락을 이룬 모습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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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과

Ericaceae

34

1

2

북극종꽃나무 Cassiope tetragona

북극종꽃나무
Cassiope tetragona L.
White Arctic Bell-heather
Cassiope는 그리스 신화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Kassiope’에서 비롯되었
다. tetragona는 사각형을 뜻한다.
상록성 관목으로 흰색의 종 모양 꽃이 핀다. 식물체 전체에서 진한 향기가
난다.
높이는 5~15cm이며, 식물체는 4줄로 배열된 질긴 잎으로 덮여 있다. 기는
줄기를 따라 섬유성 뿌리가 나온다.

Cassiope: Named after Queen Kassiope in Ethiopia in
Greek mythology.
tetragona: Square.
Evergreen shrubs. White, bell-shaped flowers; The
whole plant has a strongly aromatic scent.

1 꽃이 피고 붉은
새 잎이 난 모습
2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3 새 잎이 난 모습

5-15 cm high; Plants covered with leathery leaves
arranged in four rows; Fibrous roots formed along the
prostrate stems.
Flowering stems absent; Pedicels present; 5 petals fused.
Grows in dry localities, especially on slopes;
Widespread and common on western and
northern coasts of Spits-bergen.

3

꽃대는 없으나, 꽃자루(소화경)는 있다. 5개의 흰색 꽃잎이 융합되어 종 모
양을 이룬다.
경사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스피츠베르겐 북서부 해안에서 넓게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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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과

Ericaceae
4

5
6

34

1
2

북극종꽃나무 Cassiope tetragona

1, 4, 5, 6 꽃이 핀 모습
2, 3 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7 군락을 이루어 붉은 새 잎이 난 모습
8 쇠락한 모습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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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과

Scrophulariaceae

35

1

2

긴털송이풀 Pedicularis hirsuta

긴털송이풀
Pedicularis hirsuta L.
Hairy Lousewort
Pedicularis는 발을 뜻하는 라틴어 ‘pedis’에서 유래되었으며, hirsuta는 털
이 매우 많은 것을 뜻한다.
수명이 길지 않은 다년생 초본으로 식물체 전체에 흰색의 털이 빽빽하게
난다.
높이는 2~12cm이며, 잎은 어긋나고 로제트의 잎은 톱니형의 작은잎이 있
다.

3

Pedicularis: Latin pediculus, lousy.
hirsuta: Very hairy.
Perennial herb, not very long-lived; Plants densely
pubescent with white, multicellular, floccose hairs.

1, 2 꽃이 핀 모습
3 열매가 달린 모습
4 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 가는 모습

2-12 cm high; Leaves alternate; Rosette leaves lobes
crenate.
Calyx fused, tubular; Petals 5, ringent; Stigma and
stamens not protruding from the corolla tube; Fruits
falcate capsule.
Most common in moderately to
densely vegetated herb-mats and
heaths, moist tundra, and patterned
ground; Common on Spits-bergen.

4

꽃받침은 서로 융합된 관 모양이며, 5개의 꽃잎이 입술 모양을 이루고 있
다. 암술머리와 수술은 꽃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열매는 갈고리 모양의 삭
과이다.
초목이 밀집한 식물체, 황야, 습한 툰드라, 구조토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
겐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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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자엽식물
Monocotyledon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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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풀과

Junc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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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북극꿩의밥 Luzula confusa

북극꿩의밥
Luzula confusa Lindeb.
Northern Wood-rush
Luzula는 이탈리아어 ‘lucciola’(한여름의 들판) 또는 라틴어 ‘luculus’(작은
장소)에서 유래되었다. confusa는 잘못된 해석, 오해를 뜻한다.

Luzula: From Italian ‘lucciola’, midsummer field, or
Latin ‘luculus’, small place.
confusa: Wrong interpreted, misunderstood.

1, 2, 3, 4
열매를 맺은 모습

Perennial herbs; Blades straight, slim, linear; Flowers
and fruits formed 2-3 spikelets; Inflorescence head-like.
6-18 cm high; Culms stiffly erect, squarish, glabrous;
Leaves in a basal tuft, alternate, marcescent; Petioles
absent; Ligules absent.

다년생 초본으로 잎은 가늘고, 꽃과 열매는 가는 대 끝에 있는 2~3개의 이
삭에서 난다.

Flowering stems with leaves; Leaf or reduced brac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ase of the inflorescence
present.

높이는 6~18cm이며, 대는 딱딱하게 직립하고 사각형이며, 털은 없다. 아래
쪽 잎은 어긋나며 일찍 떨어진다. 잎자루와 잎혀가 없다.

Occurring in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Widespread and common throughout Svalbard.

3
4

꽃대에 잎이 달렸고 꽃차례 아래쪽에 잎 또는 작은 포가 붙는다. 두상꽃차
례이며, 꽃잎은 갈색이고 3개이다.
다양한 지형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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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과

Cyper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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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얼룩사초 Carex fuliginosa ssp. misandra

얼룩사초
Carex fuliginosa ssp. misandra (R.Br.) Nyman
Nodding Sedge
Carex는 로마의 시인 Vergil가 붙인 식물명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반구형의 다발을 이룬다.
높이는 3~18cm이며, 잎은 바늘 모양이고 잎의 가장자리가 거칠다.
수상꽃차례이고, 아래쪽에 수꽃, 위쪽에 암꽃이 핀다. 수꽃 중 위의 1~2개
는 양성화이다. 포는 적갈색이고 흰색 투명질을 갖는다.

Carex: Latin plant name by Vergil.
Perennial herb; Graminoid herb forming dense tusocks.

1, 2, 3, 4
열매가 달린 모습

3-18 cm high; Leaves narrow, scabrid margin.
Inflorescence spikes; Male flowers at the base, the
other(s) pure female; The upper 1-2 of mail flowers is
bisexual; Bracts dark brown with white hyaline margin.
Grows in dry places, often in dense vegetation; also on
gravel and rock; Widespread in coastal area of western
and northern Spitsbergen.

3

4

건조한 곳, 초본이 밀집한 곳, 자갈과 바위지대에서 자라며, 스피츠베르겐
북서부 해안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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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과

Cyper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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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잔디사초 Carex parallela

잔디사초
Carex parallela (Laest.) Sommerf.
Narrow-leaved Sedge
Carex는 로마의 시인 Vergil가 붙인 식물명이고, parallela는 평행을 뜻한다.
암수 식물체가 따로 있고 잎은 가늘다.
원줄기는 지면 근처에서 구부러지고, 분지된 줄기는 짧고 아치형이다.
수 식물체는 좁고 옅은 색의 수상꽃차례이다. 암 식물체는 약간 돌출된 열
매와 털이 없는 부리를 가진 짙은 색의 수상꽃차례이다.

Carex: Latin plant name by Vergil.
parallela: Parallel.

1, 2 열매가 달린 모습

Male and female flowers on separate plants; Leaves
narrow.
Stems bent near the ground; Short, arcuate branch
shoots.
Male plant has narrow, pale-coloured spikes; Female
plant has dark spikes with slightly protruding fruit and
glabrous beak.
Grows in moist places, mossy mats; Widespread in
Svalbard.

습한 곳의 이끼 군집에서 자라며, 스발바르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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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과

Cyper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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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황새풀 Eriophorum scheuchzeri ssp. arcticum

북극황새풀
Eriophorum scheuchzeri ssp. arcticum Novoselova
Arctic Cottongrass
Eriophorum 는 그리스어로 양털을 뜻하는 ‘erion’에서 따왔으며,
scheuchzeri는 Johan Scheuchzer 교수(1684~1738)에서 비롯되었다.
arcticum은 북극이라는 뜻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땅속줄기가 수십, 수백 미터 뻗어나간다. 흰색의 솜털 모
양의 이삭이 특징적이다.
높이는 12~30cm이다. 땅속줄기는 비늘잎을 가지고, 영양줄기는 곧추서며
생식대는 25cm 정도 자란다.

Eriophorum: From Greek ‘erion’, wool.
scheuchzeri: After professor Johan Scheuchzer (16841738). arcticum: Arctic.

1, 3, 4 깃이 달린
열매가 달린 모습
2 습지에 대군락을
이룬 모습

Perennial herb; Very long, creeping and branched
rhizomes (tens or hundreds of meters); The spike has
shiny, white wooly hair.
12-30 cm high; Rhizomes with scaly leaves; Erect
vegetative shoots and generative culms up to 25 cm
or more.
Inflorescence a single globular terminal spike;
White hairs elongate after the flowering stage.
Nearly confined to mires and wetlands; Common
on the west coast of Svalbard.

3
4

1개의 구형 말단을 가진 수상꽃차례이고 개화기 이후 길어지는 흰색의 털
이 존재한다.
습지에서 자라고 스발바르 서쪽 해안에서 흔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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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과

Cyperaceae

39
북극황새풀 Eriophorum scheuchzeri ssp. ar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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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4, 7 깃이 달린 열매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2 연안습지에 대군락을
이룬 모습
3 비에 젖은 모습
5 깃이 달린 열매가
날아가고 대궁이만
남은 모습
6 마을 앞 습지에
대군락을 이룬 모습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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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Po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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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북극뚝새풀 Alopecurus magellanicus

북극뚝새풀
Alopecurus magellanicus Lam.
Polar Foxtail
Alopecurus는 여우와 꼬리의 합성어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교란지대의 1차 개척종으로 살아간다. 꽃대 끝에 짙
은 갈색의 럭비공 모양의 이삭이 달린다.
높이는 5~25cm이며, 지상부의 줄기는 곧추서고 단면은 원형이며 털이 없
다. 잎은 어긋나고, 일찍 시든다.

Alopecurus: Complex word fox and tail.

1, 2, 3 꽃이 핀 모습

Perennial herbs; A primary colonizer of disturbed sites;
Spikelets formed a terminal of flowering stem look like
brown rugby balls.
5-25 cm high; Aerial stems erect, circular or oval in
cross-section, glabrous; Leaves alternate, marcescent.
Inflorescence paniculate, dense, oblong to ovate; Fruits
caryopsis, indehiscent.
Grows in moist places, particularly along rivers and
small lakes and at the foot of bird cliffs; 3
Common throughout Svalbard.

꽃차례는 밀집한 달걀 모양이고 작은 방망이처럼 보인다. 열매는 벼이삭 모
양이며, 폐과이다.
습한 곳, 특히 강과 작은 호수를 따라, 조류 군집이 있는 절벽의 기슭에서
잘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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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Po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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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김의털 Festuca rubra

왕김의털
Festuca rubra L.
Red Fescue
Festuca는 풀짚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이고, rubra는 붉은색을 뜻한다.
다년생 초본으로 잎은 가늘고 길며 밑부분의 엽초는 붉은빛이 돈다.
줄기는 곧추서고 단면은 원형 또는 달걀형이다. 기저부의 잎은 어긋나며
일찍 떨어진다.
빽빽한 선형 또는 피침형의 원뿔모양꽃차례이고 작은이삭은 작은꽃자루
가 있으며, 작은 이삭마다 3~5개의 낱꽃이 있다.

Festuca: Latin name on grass straw.
rubra: Red.
Perennial herbs; Leaves are narrow and needle like; Leaf
sheath reddish.

1 꽃이 핀 모습
2 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3 군락을 이룬 모습
4 열매를 맺은 모습

Aerial stems erect, circular or oval in cross-section; Leaves in a basal tuft is alternate, marcescent.
Inflorescence paniculate, dense, linear or lanceolate;
Florets per spikelet 3-5; Spikelet with rachilla.
River terraces, tundra, ridges, dry meadows, well drained areas; Lived in the northern mountains of the
Korean Peninsula.
3

4

하안단구, 산등성이, 건초지, 배수가 잘되는 지역, 조류 군집이 있는 절벽으
로부터 가깝고 빛이 잘 드는 경사지에서 자란다. 한반도 북부 고산지대에
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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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Poaceae

42

1

2

고산포아풀 Poa alpina var. vivipara

고산포아풀
Poa alpina var. vivipara L.
Alpine Meadow-grass

3

Poa: Greek fodder.
alpina: That belongs in the mountain.
vivipara: That gives birth to living children.

1, 2, 3, 4, 5
열매를 맺은 모습

The flowers grow together in the green, small spikelets.
6-30 cm high; Erect stems; Compact ligule of numerous;
Leaf remains at base of stem.

Poa는 그리스어 사료에서 비롯되었다. alpina는 산에 속하다, vivipara는
태생을 뜻한다.

Panicle short and wide with two pedicels; Spikelets
many-flowered and reddish violet, with broadly rounded
glumes.

녹색의 작은이삭 안에서 꽃이 뭉쳐난다.

Grows in various places; Common throughout Svalbard.

높이는 6~30cm이며, 원줄기는 곧추서고 잎혀는 치밀하고 많다. 잎은 원줄
기의 아래쪽에서 난다.

4

5

짧고 넓은 2개의 꽃줄기가 있다. 꽃이 많이 피는 작은이삭은 붉은 자색이
고, 넓고 둥근 영(포엽)이 있다.
다양한 서식지에서 자라며, 스발바르 전역에 흔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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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Poaceae

43

1

2

자주포아풀 Poa glauca

자주포아풀
Poa glauca J. Vahl.
Glaucous Meadow Grass

3

Poa: Greek fodder.
glauca: Bluegreen.

1, 2, 3 열매를 맺은 모습

Perennial herbs; An ubiquitous pioneer species that
forms tussock on well-drained, sandy or gravely terrain.
10-30 cm high; Aerial stems erect; Leaves alternate,
narrow; Blades adaxial surface glabrous.

Poa는 그리스어 사료에서 비롯되었고, glauca는 청록색을 뜻한다.

Flowering stems present; Inflorescence paniculate,
dense, linear; Florets per spikelet 2-3.

다년생 초본으로 배수가 원활한 모래 또는 자갈토양에 모여 사는 대표적인
개척종이다.

Grows on dry stony ground and steep, rocky slopes;
Widespread on the western coast of Svalbard.

높이는 10~30cm이며, 지상 줄기는 곧추서고, 기저부의 잎은 어긋난다. 잎
은 가늘고 길며, 앞면에 털이 없다.
꽃대가 있고, 밀집된 선형의 원뿔모양꽃차례이다. 작은이삭마다 2~3개의
낱꽃이 있다.
건조하고 돌이 많은 지면,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경사지에서 자라며, 스발
바르 서부 해안을 따라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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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찾아보기

학명 찾아보기

ㄱ

북극쇠뜨기 24

ㅈ

고산꽃다지 76

북극외대개미자리 46

자주꽃다지아재비 70

고산포아풀 126

북극이끼장구채 52

자주범의귀 94

그린란드고추냉이 74

북극점나도나물 40

자주포아풀 128

긴털송이풀 108

북극젓가락나물 60

잔디사초 116

북극종꽃나무 104

좀속새 26

ㄴ

북극콩버들 30

나도수영 36

북극풍선장구채 58

ㅌ

난장이미나리아재비 62

북극황새냉이 72

툰드라별꽃 50

노랑범의귀 82

북극황새풀 118

노랑습지범의귀 92

붉은범의귀아재비 80

눈범의귀아재비 78

ㄷ
다발범의귀 88

스발바르양귀비 66

Ranunculus hyperboreus

F

Ranunculus pygmaeus 62

ssp. arnellii 60

Festuca rubra 124

Ranunculus sulphureus 64

B

Braya glabella ssp.
purpurascens 70

H

Honkenya peploides ssp.
diffusa 42
Huperzia arctica 22

ㅎ

R

ssp. arcticum 118

C

Cardamine pratensis ssp.
angustifolia 72

S

Salix polaris 30
Saxifraga aizoides 82
Saxifraga cernua 86
Saxifraga cespitosa 88

L

Luzula confusa 112

Saxifraga hirculus 92
Saxifraga oppositifolia 94
Saxifraga rivularis 98

Carex fuliginosa ssp.
M

Silene acaulis 52

Carex parallela 116

Micranthes hieracifolia 80

Silene involucrata ssp.

Cassiope tetragona 104

Micranthes nivalis 78

ㅇ

Cerastium arcticum 40

Minuartia biflora 44

얼룩사초 114

Cochlearia groenlandica 74

Minuartia stricta 46

씨눈바위취 86
씨범꼬리 34

ㅁ
물범의귀 98

Eriophorum scheuchzeri

122
Arenaria pseudofrigida 38

Bistorta vivipara 34

흰풍선장구채 56

ㅅ

A

Alopecurus magellanicus

ㅂ

왕김의털 124

북극개미자리 44

유황미나리아재비 64

misandra 114

D

Draba alpina 76

북극꿩의밥 112

Dryas octopetala 100

북극벼룩이자리 38
북극별꽃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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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tellaria longipes 50

Oxyria digyna 36
P

북극다람쥐꼬리 22
북극뚝새풀 122

arctica 58
Stellaria humifusa 48

북극갯별꽃 42

북극담자리꽃나무 100

furcata 56
Silene uralensis ssp.

E

Equisetum arvense ssp.
alpestre 24
Equisetum scirpoides 26

Papaver dahlianum 66
Pedicularis hirsuta 108
Poa alpina var. vivipara 126
Poa glauca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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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명 찾아보기

A

High Northern Buttercup 60

Alpine Bistort 34

Highland Saxifrage 98

R

Red Fescue 124

Alpine Meadow-grass 126
Alpine Saxifrage 78

M

Alpine Whitlow-grass 76

Moss Campion 52

Sea Sandworth 42

Arctic Chickweed 48

Mountain Avens 100

Sulphur-coloured

Arctic Cottongrass 118

Mountain Sorrel 36

Arctic Mouse-ear 40
Artic White Campion 56

S

Buttercup 64
Svalbard Poppy 66

N

Narrow-leaved Sedge 116

T

C

Nodding Sedge 114

Teesdale Sandwort 46

Cockoo-flower 72

Northern Wood-rush 112

Tufted Sandwort 44
Tufted Saxifrage 88

D

P

Tundra Chickweed 50

Drooping Saxifrage 86

Pigmy Buttercup 62

Dwarf Horsetail 26

Polar Campion 58

W

Polar Cress 72

White Arctic Bell-heather

F

Fringed Sandworts 38

Polar Fir Clubmoss 22

104

Polar Foxtail 122
Polar Horsetail 24

Y

G

Polar Scurvygrass 74

Yellow Marsh Saxifrage 92

Glaucous Meadow Grass

Polar Willow 30

Yellow Saxifrage 82

128

Purple Saxifrage 94
Purplish Braya 70

H

Hairy Lousewort 108
Hawkweed-leaved
Saxifrage 80
롱이어뷔엔의 유황미나리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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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레 빙하 후퇴지에서 본 뉘올레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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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Plants living in

Ny-Ålesund and Longyearbyen, Sval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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