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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숲해설가 및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 2019년 4월 ~ 12월
참여대상 : 유아 ~ 성인(단체, 개인 등) 7~25명/팀

Vol.2(2019.4)

참여비용 : 무료(입장료 별도)
문의 및 접수
⇒ 경상남도수목원 방문자센터(055-254-3886)
⇒ (사)경남숲교육협회(055-755-8988)

 생명의 근원『우리 씨앗 특별전』
행사기간 :‘19. 4. 9. ~ 4. 28.(20일간)
전시장소 : 경상남도수목원내 방문자센터
전시내용 : 우리 자생식물의 귀여운 씨앗들과 화분
및 종자를 100~10,000배 확대한 신비로운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 전시

산옥매 Prunus glandulosa

 경남수목원『식물 세밀화 교육』운영
교육기간 :‘19. 4. 27. ~ 6. 22.(2주, 4주 토요일)
교육장소 : 경상남도수목원내 방문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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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장미과 낙엽활엽교목

◇ 위치 : 화목원

- 선착순 전화예약(수목원담당 : 055-254-3861)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1,500년전에 도입된

- 성인우선(가족동반 초등학생 가능)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말은‘고결, 충실’로 백색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 1가족당 최대 2명 가능

겹꽃이 피는 품종을 옥매라고 하며 산옥매와 같이 정원

Gyeongsangnam 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이나 화단에 관상용으로 흔히 재배합니다.

건강한 숲을 가꾸어 가는

튤립 Tulipa gesneriana

◇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 위치 : 분수대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의 원산지는 사실 터키입니다.
16세기 후반에는 귀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격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 장미과 낙엽활엽관목

◇ 위치 : 화목원

꽃이 만발한 식물체의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조팝나무라 합니다. 흔히 생울
타리로 심으며,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한방
에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골담초 Caragana sinica

◇ 콩과 낙엽활엽관목

◇ 위치 : (구)약용식물원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 현호색과 여러해살이풀

◇ 위치 : 열대온실 옆

뿌리, 꽃 등을 약재료 활용하며, 뼈에 좋다고 하여

4~6월에 담홍색의 심장모양으로 꽃이 총상꽃차례로

골담초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꽃은 5월에 짧은

줄기 끝에 주렁주렁 달립니다. 한방에서 전초를 채

가지의 잎겨드랑이에 노란색의 나비모양으로 1~2

취하여 말린 것을 금낭(錦囊)이라 하며, 꽃말은

개씩 피며,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 인동과 낙엽활엽관목

◇ 위치 : 화목원

분꽃나무는 향긋한 분내가 나는 꽃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꽃은 4~6월에 암수한그루로
피며,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합니다.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 var. dilatata

◇ 물푸레나무과 낙엽활엽관목

◇ 위치 : 암석원

흔히 라일락이라 불리며 관상용으로 재배하지만
라일락과는 다른 종입니다. 4~5월에 피는 꽃은 연한
자주색이고 향기가 나며 황해, 평안남도, 함경남
도에 많이 분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