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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농업
분재 및 야생화분경
분재의 역사와 의미
분재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옛날 분재는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 심어
서 기르고 가꾸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분재는 대자연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이나 수
목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수백 년을 살아온
고목을 연상시키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감탄과 탄
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중국이 그 시초인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나라는 문헌(파한집, 양화소록, 산림경제 등)에 남아 있는 1152년경부터 인데 실질적인 역사는 더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와 그림, 도자기, 병풍, 사찰 등에 남아 있습니다. 분재는 자연을 모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소재로 삼아 기르
는 사람의 미적 감각과 개성을 발휘하여 본래의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연의 나무와 풀을 작고 큰 화분에 담아 사랑과 정성, 물과 거름을 알맞게 주어 가장 인상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분이나 바위위에 연출하는 종합예술작품
입니다.

올바른 분재감상법
1. 첫째, 작품에 겸허해야 하며 함부로 대하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재의 한 작품이 탄생하

기 위해서는 수 십 년 수백 년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작품을 대하여야 합니
다.

2. 둘째, 그 수형 수형마다 꼭 갖추어야 할 뿌리를 봅니다. 뿌리에서 그 나무의 생김새(모양)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축구화를 신고 테니스를 할 수 없듯이 현애의 작품에서 팔방근을 만들면 격과 올바른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셋째, 줄기를 봅니다. 치솟음이라고도 하며, 줄기 또한 모양목이면 그 수형에 걸맞는 고태미와 굴곡,
고색 찬연한 피질의 색택 등과 위의 수관을 자연스럽고 안정감있게 받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4. 넷째, 가지의 배열과 굵기, 섬세한 잔가지를 봅니다. 작품 분재에 있어서 가지의 배열은 원칙이 없으
며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며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라 보아집니다.

5. 다섯째, 전체를 봅니다. 화분의 색상, 크기, 높이 그리고 수폭, 수고 그 다음에 분재의 전체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6. 여섯째, 작품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합니다. 작가의
의도를 읽어야 하며 세월의 표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느낄 줄 알아야 진정 분재를 감상할 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군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선바위관광지내에 위치하는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은 영양군청이 15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준공되었
습니다. 이곳은 부지 2,721제곱미터, 건물 1,715제곱미터 규모로 분재 130점을 비롯하여 수석 51점, 야생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소개
주요전시목록 : 분재 130점, 수석 51점,
야생화 15,000본, 분경 50점
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5
문의 : 054-682-6070 / 팩스 : 054-682-6070
메일 : ilwualsan@hanmail.net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규모 : 부지 2,721㎡ 건물 1,715㎡(전시관 1,152㎡ )
이용안내 : 개관시간 언제나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분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단체로도 많이 오시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오십니다. 분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
신 분은 미리 054-682-6070 전화해 주시면 성의껏 설명하여 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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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distribution_wild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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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sunbawi/pot_wild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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