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927년에 창립된 미 국립 식물원 (U.S. National Arboretum (USNA))은 관상목,
관목, 꽃식물을 위한 미 농업 연구 및 교육 시설부에 해당합니다. 아름다운 환경
조성형태로서 구성된 국립센터로서 이곳에서는 446에이커에 이르는
원예조성물을 4계절 내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조성물
이곳에 클릭하시여 USNA 지도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na.usda.gov/Information/arbormap.html)
행정빌딩 및 방문객 서비스
조경식재는 국립 식물원내의 식물 소개정보를 대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빌딩 주위에 있는 연못에서는 수생식물 및 외국산 코이(koi) 비단잉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예법원. 수생식물. 로비 전시장.강당. 정보
아시아 조성물
아나코스티아(Anacostia)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며 절제를
존중하는 아시아를 잘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식물군들로 만발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식물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삼림지. 아시아 계곡. 중국 계곡. 한국언덕. 동백나무 모음물
진달래 조성물
4월 말 무렵 워싱톤에서는 진달래꽃이 대단위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해밀톤 산
꼭대기에 올라 다다르게 되며 미국 수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경이 펼쳐지는 이곳 조경
산책로를방문하십시요.
글랜 데일(Glenn Dale) 진달래 언덕. 미첼(Mitchell)로. 모리슨(Morrison)
정원. 이 정원

산딸나무 조성물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아나코스티아강을 따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배경으로서 진귀한 종류를 포함하여 각종 산딸나무류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나코스티아 강 전경
양치류 계곡
미국동부의 생태계 환경을 소개하여 주는 원산지 양치류, 야생화, 관목,
나무가 자연스레 배치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우정 정원
초기 봄의 구근식물이며 겨울생의 우아한 미를 뽐내는 관상초에
이르기까지 1년내내 미를 뽐내게 되는 다년생 식물들로서 구성된 획기적
형태의 조경물을 감상하시게 됩니다.
정자회관. 선물가게. 국립 식물원 사무소의 친구들. 국립 본사이 재단
사무소
고텔리 드와프 (GOTELLI DWARF), 천천히 자생하는 형태의 구과
식물들로 이루어진 조성물
5에이커의 언덕을 배경으로 멋드러진 조성물을
갖춘 이곳 근처에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드와프
파인 (dwarf pine)들이 자라고 있으며 백일홍을
여러분께 선사하기도 합니다.
드와프 파인의 와트농 (Watnong) 조성물.
가문비나무. 전나무
호랑가시나무, 매그놀리아 조성물
이곳 10에이커의 면적에는 매그놀리아와 호랑가시나무가 흐트러져
만발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봄에 이르러 매그놀리아가
그득하게 피며 겨울철이 되면 호랑가시나무에 열리는 베리가 그 모습을
자랑하고 윤이 반지르르한 잎들이 무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국립 본사이, 펜징 박물관
명상의 정원들을 겸비하고 있는 전 4개의 전시관에는 일본, 중국,
북아메리카의 디자인 전통에 입각한 최고의 형태로서의 장식미가 넘치는
나무들과 공예품들이 전시되게 됩니다.
일본. 중국. 북아메리카. 국제 전시관. 열대 온실
국립 회양목 조성물
5에이커의 면적에 이르며, 세계 최고rmq의 회양목 조성물들이 전개되게
됩니다. (100여개종의 Buxus이 전개되게 됨).

국립 수도 기둥
미국의 수도의 동쪽 포티코에 세워졌었던 22개의
사암 코린트형의 원주기둥들이 식물원의 주요
멋진 중심 상징으로서 소개되어집니다.
꽃나무길.수도 원주기둥 관망소
주립생 나무숲
30에이커의 면적에 이르며 미국의 산림을 대표하여 각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역의 각 주 대표격 나무들이 소개되어 올려집니다.
소풍 구역
국립 허브 정원
본 주요 구성물은 2.5 에이커의 면적에 걸쳐
10개의 주제별 정원과 별장 정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800종의 허브를 비롯한,
역사적 형태의 장미 및 동반작물이 11개의
분류별 형태로 나뉘어서 자생하여
전개되어집니다.
역사적 장미. 옹이 정원. 주제 정원
다년생 구성물
2월말에서 7월에 걸쳐 수선화, 피오니, 수상경력을 떨치는 산옥잠화로
그득한 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수선화, 피오니, 산옥잠화
청소년 정원
이곳에서는 1에이커의 면적을 갖추며, 유기농 형태의 실습 정원으로
구성되어 지역내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이 채소, 허브를 가꾸며
경작하여 건강한 식단을 나름대로 영위하도록 하게 합니다.
나비 정원. 상속 채소. 허브 정원. 식용과 관상 화단

계절별 하이라이트
봄은 삼림지대에 피어나는 야생화의 출현으로 도래되게 됩니다. 목련화는 잎이
나기 이전에 향기가 그득하게 나는 꽃봉우리속에 감춰져 있게 됩니다. 무릇과
소형 형태의 수선화는 명예법원에 만발하게 피어나게 되며, 온도가 따사로와짐에
따라서는 벗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며는 해밀톤 산의 경지,
에서는 진달래가 뒤덮게 됩니다. 산딸나무, 돌능금, 피오니, 장미로 봄의 마지막
장식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여름은 산옥잠화, 백일홍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름의
열기와 함께 멋진 맵시를 한껏 뽐내며 이들은 활력을
뿜어내곤 합니다. 허브는 여러 각종의 색상, 조직, 향기로
이루어져 어울려 피어나게 됩니다. 또한 행정빌딩 연못에
수련화는 눈부심을 발하곤 합니다. 대평원은 풍부한
색상의 무늬를 짜놓은 듯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대초원은 여름 바람에 실려 넘실거리게 됩니다.
가을 나뭇잎은 10월 말 무렵 발그레한 색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튤립 포플라와
히커리는 진한 노란색을 만발하고, 흑고무나무에서는 밝은 붉은색을 갖추며,
풍향수와 산딸나무에서는 자줏색 빛깔의 붉은 색들을 나타내어 여럿 파레트
형식의 가을색을 전개하게 됩니다.
겨울철은 차분함과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됩니다. 눈과 얼음으로 하여
정원은 그 윤색을 더하게 됩니다. 호랑가시나무는
발그레한 베리로 장식되고 난쟁이 침엽수, 회양목,
태산목은 차가운 기운을 받아 밝은 녹색의 잎으로
장식되게 됩니다. 겨울바람이 관상초의 잎과 씨앗
머리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2월과 3월 초가 되면
동백나무, 매화, 금루매, 황매, 스윗 박스 (sweet-box)는
날이 따뜻해져 가며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국립 본사이 및 펜징 박물관에서는 1년 내내 소형나무로 구성된 값진 구성물들의
경관들을 무리없이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역사물의 수도 원주 기둥과
식물원의 목초지, 산림지를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월-2월-3월 초
금루매, 호랑가시나무, 난쟁이 침엽수
3월 말 - 4월초
목련화, 봄철 구근식물
4월 중순
삼림지 야생화, 체리꽃이 피어나게 됨

4월 말 – 5월
돌능금, 산딸나무, 진달래, 피오니, 장미
6월-7월-8월
산옥잠화, 수선화, 백일홍, 허브, 대초원의 야생화

9월 – 10월
돌능금, 가막살 나무 열매, 허브, 대초원의 야생화
11 월 – 12 월
호랑가시나무 베리, 침엽수, 회양목, 동백나무

신 프로젝트
중국 정원
12에이커에 이르는 고전적 형식으로 구성된 중국 정원은 중국, 미국의 합작팀에
의해 중국 특유만의 구성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에 관한 모든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446에이커에 달하는 이곳 USNA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면적 8에이커 부지에
마련이 된 이곳 중국 정원은 주위의 고층 빌딩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현대적
감각의 이미지를 전적으로 거부한 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소형 파고다의
경우 경사지의 상층에 마련되어 정원의 중심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원 아래쪽의 구성에는 조그마한 호수가 떠있으며 중심이 되는
빌딩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막 무르익은 아메리카 삼나무숲 부지를 근처에
두고 있으며 각종 종류의 여럿 아시아 식물도 이에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른 각국의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기한 형태의 중국식 정원과
이를 비롯한 중국전통의 문화 및 예술, 기교를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상급관리, 비즈니스 지역사회 및 조직기관으로부터의 미팅을 비롯한
특별 이벤트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관상식물 및 꽃식물을 새로이 개발
연구하는 식물원 연구프로그램의 지원책으로도 이용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국립 식물원입니다.
 입점 개관: 월 – 일 오전 8 시 – 오후 5 시 (12 월 25 일 휴무)
 국립 본사이, 펜징 박물관: 오전 10 시 – 오후 3:30 (12 월 25 일 휴무)
 안내, 교육물 비치
위치: 행정빌딩

시간: 월 – 일 오전 8 시 – 오후 4:30 (3 월 – 10 월 주말: 오후 5 시 폐관)
 수목관 선물가게:
오전 10 시 – 오후 3:30 (3 월 1 일 – 12 월 중순, 4 월 – 9 월 주말 오후 5 시
폐관 )
 기타 가이드 안내나, 코스, 이벤트, 자원봉사 안내에 대한 문의는 교육 및
방문객 서비스 ((202) 245-4523, www.usna.usd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사단체의 이벤트 행사 예약을 위한 장소 지정, 비용등의
문의사항은 ((202) 245-4565, www.usna.usda.gov)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원 전반적 형태의 운영체제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접
기부금제에 관한 문의는 202-245-4539 (www.usna.usda.gov)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식물원 친구(Friends of the National Arboretum (FONA))는 연구,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문의 전화는(202) 544-8733
(http://www.fona.org)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본사이 재단(National Bonsai Foundation (NBF))은 국립 본사이 펜징
박물관(National Bonsai & Penjing Museum)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2) 396-3510 (http://www.bonsai-nbf.org)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United States National Arboretum
3501 New York Avenue, NE
Washington, DC 20002-1958
Tel: 202-245-2726
Fax: 202-245-4575

찾아오시는 길
http://www.usna.usda.gov/Information/directio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