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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lant Eating What?

 One day, I ran across some plants that eat insects 

to survive. These plants, called carnivorous plants, 

were not new to me since I had read about them in 

books. However, I decided to study more to see if I 

could find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e plants.

 Carnivorous plants have the strangest adaptations 
놀 라 운 적 응 력

to low-nutrient environments. These plants obtain 

some nutrients by trapping and digesting various 

insects, and sometimes even small frogs and 

mammals. Insects are the most common prey for 

many carnivorous plants. 

 Normal plants absorb nitrogen from the soil through 

their roots. But carnivorous plants absorb nitrogen 

from the insect that gets trapped in the specially 

designed leaves. 

내 식물이 뭘 먹는다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생존을 위해 곤충을 먹는 몇 

가지 식물들을 알게 되었다. 식충 식물이라고 불리

는 이 식물은 책에서 읽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

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식물에 관해 

뭔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더 공부해 보기로 결심했다.

식충식물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한다. 이 식물은 덫을 놓

아 다양한 곤충들, 때로는 작은 개구리나 포유류까

지도 소화시키면서 영양분을 섭취한다. 곤충은 많

은 식충식물의 가장 흔한 먹이이다.

 

일반적인 식물은 뿌리를 통해 토양에서 질소를 흡

수한다. 하지만 식충식물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잎

에 갇혀 버린 곤충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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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more varieties of carnivorous plants than 

I originally thought. As I looke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plants, I found that growing them at home was 

not impossible. However, it wouldn't be easy.

 It is not easy to collect carnivorous plants from the 

wild because most of them are relatively rare. If you 
상 대 적 으 로 희귀하기

are interested in growing the plants, purchase them 

from an expert. 

 I doubted I could ever grow carnivorous plants. The 

good news was that there were some plants that 

novices like me could grow easily. One of them was 
초 보 자

called a Venus flytrap.

A Venus flytrap is one of the easiest carnivorous 

plants to grow. If you wish to grow one or more, 

there are several important things you need to 

consider such as wet roots, high humidity, full 

sunlight, and acidic soil.

When you are given its bulb, plant it with the root 
알뿌리를 심 어 라

side down so that the top of the bulb is even with the 
평 평 한

soil. Do not add fertilizer. Your plant will live longer if 
비 료 를

you transplant it into new soil every few years.

  

번역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품종의 식충식물

이 있었다. 그 식물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

면서 나는 집에서 그것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식충식물이 상대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식충식물을 채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식

충식물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로부

터 식물을 구입하라.

내가 식충식물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좋은 

소식은 나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식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파리지옥

풀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파리지옥풀은 가장 키우기 쉬운 식충식물 중 하나

이다. 만약 하나 이상을 키워 보고 싶다면 젖은 뿌

리, 높은 습도, 충분한 햇빛, 산성 토양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의 알뿌리를 받으면 뿌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심어서 알뿌리의 꼭대기 부분이 흙과 평평하게 되

도록 하라. 비료는 주지 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새 

흙으로 옮겨 심어 주면 식물은 더 오래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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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ately, there was a botanical garden near my 
식 물 원

house and I went there to see if there were any 

Venus flytraps for sale. A man working at the garden 

helped me find one and gave m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aking good care of my Venus 

flytrap. High humidity and temperature control 

seemed to be very important. 

In order to provide high humidity for your Venus 

flytrap, plant it in a glass container with a small 

opening. You need to watch your glass container 

carefully. In the summer, the temperature inside the 

glass may get too hot. 

If your plant dries up, then it needs to come out of 

the sun quickly. Just the opposite is true in the 

winter. When it gets very cold, you need to move 

your plant away from the cool area or cover it at 

night in order to keep it warm and wet. 

However, your Venus flytrap will experience a 

dormant period in the winter, so it needs cooler 
휴 면 기

temperatures and fewer hours of daylight.

번역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식물원이 있어서 판매 중인 

파리지옥풀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식물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가 찾는 것을 도와주었고 파리지옥풀

을 잘 돌보는 것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셨다. 높은 습도와 온도 조절은 아주 중요해 보였

다.

 파리지옥풀에 높은 습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 입구

가 작은 유리 용기에다 심어라. 유리 용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여름에는 유리 안이 너무 뜨거

워질 수 있다. 

만약 식물이 말라버리면, 재빨리 햇빛으로부터 멀

리 두어야 한다. 겨울에는 정반대이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따뜻하고 축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물

을 서늘한 곳에서 멀리 두거나, 밤에는 그것을 덮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파리지옥풀은 겨울에 휴면기를 가지기 때문

에, 더 서늘한 기온이 필요하고 햇빛을 받는 시간은 

덜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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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n't have a glass container, so I planted it in a pot 

and placed the pot in a larger bucket. I partially 
부 분 적 으 로

covered the top of the bucket with a piece of glass 

to keep air circulation close to the plant. 
순 환 을

If you grow your plant outside, it will get enough 
키 운 다

insects to eat. When it rains, the container may fill 

up with water but this will not hurt the plant. It can 

live underwater for months. 
물 속 에 서

If you grow your plant inside, you will need to feed 
실 내 에 서

it  insects. A couple of flies are enough during the 
plant

growing season. 

However, do not feed your Venus flytrap a 
파리지옥풀

hamburger! You might face some troubles and your 
직면하다

plant will probably die.

 I haven’t seen how my plant catches insects yet, but 

I once saw a fly half melted in the trap. 

번역

나는 유리 용기가 없어서, 단지에 그것을 심고 더 큰 

양동이 안에 단지를 넣어 두었다. 나는 식물 주변의 

공기 순환을 그 식물의 가까이에서 유지하기 위해

서, 양동이 윗부분을 부분적으로 유리로 덮었다.

만약 식물을 야외에서 키운다면,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을 충분히 얻게 될 것이다. 비가 오면 용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되겠지만, 식물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

는다. 그것은 물속에서도 여러 달 동안 살 수 있다. 

만약 식물을 실내에서 키운다면, 곤충을 먹이로 줘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리 두세 마리로 성장

기 동안에 충분하다. 

하지만 파리지옥풀에게 햄버거를 먹이지 마라! 여

러분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식물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식물이 어떻게 곤충을 잡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은 덫 안에서 반쯤 녹아 있는 파리

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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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lant is growing well and an amazing thing 

happened this morning. I found flower buds on my 
봉 오 리

plants. Because of their scary image, I never 
무 서 운

imagined carnivorous plants with flowers.

After your plant matures, it may produce flowers on 
다 자 라 다

a tall stem far above the leaves. The stem has to be 
줄 기 에

high above the leaves so  insects pollinating the 
so that 수 분 시 키 는

flowers do not get trapped in the leaves. 

Each flower produces very tiny seeds. They are 

about the size of the period at the end of this 

sentence. Plant the seeds right away or store them 

in a refrigerator. 

I can’t wait  to see what will happen to my Venus 
몹시 ~하고 싶다

flytrap tomorrow!

  

번역

내 식물은 잘 자라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 식물에서 꽃봉오리를 발견

했다.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나는 꽃이 있는 식충

식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식물이 다 자라면, 그것은 잎보다 훨씬 위에 있는 

높은 줄기에 꽃을 피울 것이다. 줄기는 꽃에 수분하

는 곤충들이 잎 속에 갇히지 않도록, 잎보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각 꽃은 아주 작은 씨앗들을 만들어 낸다. 그것들은 

이 문장의 끝에 있는 마침표만한 크기이다. 씨앗을 

곧바로 심거나,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어라. 

내일은 파리지옥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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