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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영양군 일월면 용회2리 394-4번지 일대 안내전화 : 산림축산과 산지이용담당 054-680-6621

이용시간 : 09:00 ~ 18:00 휴무일 : 연중무휴

입장료 : 무료 / 애완동물동반 : 입장불가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꽃밭
일월산 자생화공원

일월산과 그 주변 자락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봄,여름, 가을까지 볼 수 있다. 이 부지는 과거 1930년대부터 8.15해방때까지 일제가 광물 수탈을 위하여 일월산에서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여 이곳에서 제련소를 운영한 후, 폐광석 찌꺼기를 방치

하여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고 인근 계곡은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채로 30년간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영양군에서는 2001년도에 폐광지역 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완전 밀봉하여 매립한 후 객토를 실시하여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각종편의 시설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일월산과 더불어 자연과 휴식할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야생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5,475평의 부지위에 일월산과 주변에 자생하는 금낭화, 구절초, 원추리, 벌개미취 등 야생화 64종 11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할미꽃, 하늘말나리 등 희귀 야생화도 감상할 수 있고, 일월산과 같이 고산 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도 쉽

게 볼 수 있다. 또한 소나무, 느티, 화살나무 등 향토수종 조경수 11,000본을 식재하여 녹음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공원내 100평 정도의 인공 연못과 수로에는 수련, 꽃창포, 붓꽃 등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양이 배출

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비석과 전망데크, 정자 등 각종 편의시설과 527평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되어있다.

야생화 목록

꽃향유, 산옥잠, 해늘매발톱, 벌개미취, 일월비비추, 옥잠화, 비비추, 좀비비추, 참비비추, 할미꽃, 쑥부쟁이, 과꽃, 왕개쑥부쟁이, 구절처, 낙동구절초, 한라구절초, 포천구절초, 까실쑥부쟁이, 수선화, 상사화 꽃무릇, 동지꽃, 제비동지꽃, 층꽃, 둥

근잎꿩의비름, 각시취, 산비장이, 개미취, 무릇, 수쿠렁, 감국, 큰꿩의비름, 배초향, 금불초, 산부추, 두메부추, 땅채송화, 패랭이, 기린초, 왜성패랭이, 술패랭이, 섬기린초, 창포, 범부채, 하늘말나리, 참나리층층이꽃, 도라지, 마타리, 꽃창포, 난장

이붓꽃, 붓꽃, 노랑무늬붓꽃, 부처꽃, 산조풀, 맥문동, 애기원추리, 원추리, 금낭화, 작약, 골잎원추리, 하늘나리, 털중나리, 섬초롱꽃

수생 및 수변식물

연꽃, 수련, 돌단풍, 바위취, 앵초, 물사초, 화룡 물사초, 노란꽃창포, 벼, 돌미나리

향토수종 조경수

소나무, 느티나무, 영산홍, 자산홍, 조팝나무, 철쭉, 화살나무, 홍단풍, 낙상홍

관광명소 > 박물관/공원 > 일월산자생화공원

금낭화 돌단풍 매발톰 중나리 할미꽃

일월산자생화공원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useum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useum/il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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