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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Arboretum was founded in 1967 , and the mission and first strategy
plans for five years were made in 2000 to cover all aspects of the scientific ,
conservation and education value of the living plant collections worldwide.
However the first strategy plans have limitations such as the poor budget and
man power. Therefore , we set up the second strategy plans for 2008-2012.
Recommendations regarding this second plan was results of planning by
Arboretum staff , dean , officers and professors of university of Agriculture Life
Sciences , and the parties of local governments as province Gyeonggi-do and
Suwon city. Seven areas of focus over the next five years were identified for
the Arboretum with specific targets , strategies. and action steps within each
focus areas. Each components of the plan were made in order to enable us to
keep carrying out the VlSlon and mission of The Arbore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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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은 1967 년

10 월 21 일 농과대학 부설수목원으로

설립된 이후 1971 년 6 월 10 일 농과대학 부속수목원으로 그 위상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본 수목원은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에 걸쳐 위치한 관악수목원과

수원시 서둔동 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수원수목원을 포함
하고 있다. 두 곳의 수목원 모두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자연
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로부터 관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전략 보고서는 2000 년도에 작성된 부속수목원의 설립목적

개정

및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고찰 (2001-2005) 이었다. 이 때 수립된 설립목적과 전략계획에 따라 도입번
호 체계를 마련하고， BG-Base 를 도입하였으며 직원들의 교육 및 해외 연수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 되었다. 그러나 수원과 관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수목원의 실정에 맞는 관리 체

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간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짧은 끈무 기간 등은 여전히
수목원의 당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수집 및 채집된 식물 자료에 대한 정리와 직원 교

육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연구·교
육을 위한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해당 기능을 건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 상승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각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수목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서울대학교의 볍인화에 대비한 우리 수목원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0 년 설립된 1 차 전략 계획 중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의 보완 및 사회 및
대학본부의

평가에

(action plans) 을

대응하기

위한

2차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단·장기적인

실행

계획

설 정 하고， 이 에 따른 업 무추진을 시 도하고자 한다.

2 차 전략 계획은 지난 2007 년 수원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목원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수목원장， 기술서기관， 연구부장， 직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및 행정실장，

관련 전공 분야 교수 등 수목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원진 및 전공 교수， 경기도 및 수원

시 관계자들과 나눈 토의 결과에 바탕을 두었다. 우리 수목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
기 위해 7 개의 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자 하며 매년 운영 위원과 직원， 연구진들
의 평가 결과를 수목원 연구보고의 연차보고서에 올리고자 한다.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와 연계할 경우 관악수목원의 물리적， 인적 자
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관악수목원을 개방하고자하는
데 부족한 주차장 시설， 협곡에 의한 제한적인 동선 등 우리 수목원이 갖는 내부적인 문제
점에 대한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옷한 상태에서 예산 지원 등 단순 업무 협의만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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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개방이 완전히 진행될 경우 관악수목원의 기존 설립 목적 Cmission) 인 지
역식물상의 대변， 학문을 위한 수목원의 발전이라는 기본 개념과는 다소 상반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전과미션

•

비 천 (Vision)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식생을 중심으로 북반구 온대 지역의 식생(주로 목본)을 대표

,.,1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적 수목원으로서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 되며， 수도권 시민

의 휴식처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설립 목적

(Mission statement)

우리나라 자생식물 및 북반구 식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축적， 연구하고 학생과

일반인들을 교육함은 물론 관련 식물을 수집， 증식， 보전， 전시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

실천 목표 및 전략계획의 수립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의 제 2 차 전략계획 (2008 - 20 12) 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집
기초 자료 및 기록아 충실한 식물에 대한 수집 활동과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및 북반구 온대지역의 식물상에 관한 지식 기반을 넓히고 생
물의 종 다양성과 보전에 기여한다.

•

수집 정책 수립
-

수목원장， 연구부장， 수목원 주임， 목본 및 초본 관리 책임자， 온설 및 증식 담당자，
조교로 이루어진 수집 정책 위원회 구성

-

매 5 년을 주기로 수집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 및 관리 방안 등을 협의

출처가 불확실한 식물 도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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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20 12)

식물 수집
· 지역식물상을 대변할 수 있는 식물을 수집
-

태백산맥을 중섬으로 강원도 지역에 자생하논 목본 식물의 수집

-

경기도 지역에 자생하는 목본 식물의 수집

· 중국 식물 수집
중국 사천성을 중섬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 자생하
는 근연 분류군의 수집

· 연구 빚 교육을 위한 특성화된 식물의 수집
-

중부 지역에 자생하는 양치식물의 수집

-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의 수집

· 인넥스 세미눔을 통한 식물 확보

•

-

국내 자생 식물의 근연 분류군의 확보

-

프로그램에 적절한 분류군의 확보

데이터 관리
· 식물의 수집·관리 체계 확립
-

매년 관리 식물 대장 및 식재 도면을 수정보완함

-

복원한

Card system 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BG-Base 를 통한 전산관리로 데

이터 베이스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증진

2.

연구

도업 및 보유 식물의 증식 및 보존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관리동을 건렵하여 국제적으로 언정될 만한 수준의 연구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한다.

•

연구관리동 건립
· 관련분야의 연구 환경 조성
-

교내에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및 연구진의 연구활동의 지원

자체 연구원 확보를 통한 연구기능의 활성화

· 표본관 이전 및 도서관 설치
-

건조 표본과 도서 등 충실한 자료 확보를 통한 연구 기능 강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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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앞으로 연구 활동을 책임절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얼반
인들에게 보전의 중요성과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노력한다.

•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

· 서울대학교 및 타대학 실습 지원
-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개발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 흑은 수목원 운영의 참여 기회를

확대

-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로 대학의 실습 지원

•

일반인을 위한 교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식물상， 식물보전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 사회의 초， 중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전달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함
(예

4.

Arnold Arboretum)

교류
국내의 식물원 및 수목원 네트워크에 있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

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유지한다.

•

식 물원·수목원 협 회 및

BGCI

활동

- 푸른누리를 활용하여 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료의 제공 및 협릭 강화
BGCI 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번역 등 인쇄 과정에 참여

영

m

서울대학교 수목원 전략 계획 보고서

5.

(2008-2012)

관계유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지자체 및 정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서울대학교의 직원
과 학생은 물론， 언근 지역 샤회의 교육 관련기관 종샤자 및 학생과 일반 시민들

의 수목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경기도， 산림청， 환경부 등 수목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체

-

계 구축을 통하여 수목원 지 원 방향을 모색

•

수목원 이용 만족도 증가
-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수목원 이용 방안 모색
· 구성원의 탐방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한 수목원 운영 참여 기회의 확대
- 지역 사회 일반 시민의 수목원 이용 방안 모색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교육
·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한 수목원 이용 및 운영 참여 기회의 확대

6.

물리적·언적 자원

셜렵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인적 자원
과 필요 시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인적 자원의 확보
· 직원의 전문화

-

새로운 업무 분장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식물 관리 수행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수를 적극 권장

-

전문 정원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 개최

· 자원봉사자 확보
- 수목원에서 숲해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유치
- 수목원의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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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의 확보

-

방문객 센터 , 연구관리 동， 화장실 등의 시 설물의 확보

-

관찰원 조성 및 동선 확보

-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재원
수목원의 설립 목적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쩌원을 확보한다.

•

서울대학교에 수목원의 가치를 인식할 만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재원을 확보

•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한 자원의 확보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기엽의 출자 유도

지역 사회를 위한 수목원 개방 등을 통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출자 유도

-

•

기업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가적인 활동을 통한 출자를 유도

입장료， 교육료， 식물 및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한 재원 확보

충실한 식물 관리， 디스플레이 가든 조성， 편의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입장료 징수
방얀을 모색

-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료 등을 정수

증식 식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를 통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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