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열매 ] 새하얀 눈 사이에서 더 빛나는 빨간 열매

[ 수피 ]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나무의 피부

겨울 식물 감상 포인트 [ 잎 ] 추운 날씨에도 푸르른 잎사귀

[ 겨울눈 ]  봄꽃과 봄잎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눈

[ 온실 ]  다양한 관엽식물과 열대식물이 있는 온실

산사나무의 다른 이름은 겨울왕(Winter 

King)으로, 추위에 강한 나무입니다. 

겨울에 새들은 새빨간 산사나무 열매를 

먹고, 배설물로 씨앗을 퍼뜨린답니다.

1 산사나무

수줍은 모습이 매력적인 말바비스커스

는 멕시코가 고향이지만, 곤충식물원에

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엽·열대식물이 있답니다.

18 말바비스커스

흰 눈을 보며 걷고 싶은

서울숲 겨울 산책길 지도

노랑말채나무의 가지는 말의 채찍으로 

쓰여 ‘말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름엔 푸른빛을 띄는 가지는 가을부터 

노랗게 변해 꽃이 없어도 아름답습니다.

13 노랑말채나무

흰말채나무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열매가 하얀색이라 '흰말채

나무'라고 불리지만 수피는 붉은색을 띄

고 있어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14 흰말채나무

노랗고 앙증맞은 꽃으로 유명한 황매화. 

하지만, 꽃이 없는 겨울에도 초록빛 가지

로 눈길을 빼앗습니다. 멀리서 봐도 선명

한 초록빛은 계절을 잊게 합니다.

15 황매화

새하얀 눈 같은 자작나무의 수피는 종이

처럼 얇게 벗겨지고, 기름기가 많아 잘 

썩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일부가 이 

나무로 만들어져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12 자작나무

백목련 꽃봉오리는 겨우내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봄에 새하얀 꽃을 피우기 위해 

보드라운 털로 감싼 ‘겨울눈’은 무척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16 백목련

마로니에라고도 불리우는 칠엽수는 혹

독한 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겨울눈’을 

만듭니다. 여러 겹의 끈끈한 기름기로 

둘러싸여있어 햇빛 아래에서 빛납니다.

17 칠엽수

왕벚나무는 꽃 만큼이나 겨울에도 볼거

리가 많은 나무입니다. 수피를 자세히 보

면 입술모양의 무늬가 있어, 마치 누군가 

뽀뽀를 하고 간 것처럼 보인답니다.

10 왕벚나무

붉은 단풍으로 인기가 많은 화살나무는 

겨울철에도 풍부한 볼거리를 줍니다. 마

치 화살처럼 생긴 가지는 멋스럽습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11 화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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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백은 가지와 잎이 아래로 실처럼 길

게 늘어져 붙은 이름입니다. 뻗어내려온 

모습이 우아합니다. 겨울에도 열매가 있

어 다른 침엽수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6 실화백

2

해발 3000m에서도 자라는 홍자단은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작고 귀여

운 빨간 열매가 열려, 흰 눈이 쌓였을 때 

그 조화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홍자단 3

마가목 열매는 추위에 강해 한겨울에 

새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마취

성분이 있어, 마가목 열매를 많이 먹은 

새들은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마가목

솔, 솔나무, 소오리나무는 모두 '소나무'

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늘잎은 두 개씩 

뭉쳐나고 사계절 내내 푸르며, 눈 내리는 

날에 보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4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는 잣나무와는 다르게 

식용잣이 없습니다. 바늘처럼 생긴 잎은 

5개로 나며 길고 부드럽고, 추운 날씨에

도 잘 자라 겨울에도 푸릅니다.

5 스트로브잣나무

눈주목나무는 주목나무보다 키가 작으 

며 옆으로 누우며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겨울에도 푸르게 잘 자라기 때문에 관상 

용으로 공원에 많이 심습니다.

7 눈주목나무

사철나무는 잎이 가죽처럼 두껍고 윤이 

나는 나무입니다. 사계절 동안 감상할 수 

있는 나무이며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빨간 열매가 맺힙니다.

8 황금사철나무

양버즘나무는 나무껍질이 떨어져 마치 

버짐이 핀 것처럼 보여서 이름이 붙여졌

습니다. 수피의 얼룩과 손바닥처럼 큰 

잎은 겨울철의 재미난 볼거리입니다.

9 양버즘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