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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제77회 식목일 맞아 기념행사 개최
- 4.5.(화), 세종‧경남청사 입주기관과 함께 식수 및 봄꽃 나눔 진행 □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탄소중립 노력을 실천하고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위해 4월 5일(화), 세종청사
및 경남청사에서 “입주기관과 함께하는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세종청사는 21개 기관 337명의 직원과 함께 사과나무 등 유실수
15종 247그루를 식재한다.
□ 경남청사는 입주기관 직원과 함께 대추나무 3그루 및 초화류 2,350본을
식재하고 봄꽃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 경남청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식재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3천4백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왔다.
※ 2016년 비올라 및 무궁화 등 (3,250그루), 2017년 댕강나무(20그루), 2018년 이팝나무 등
(4그루), 2019년 사철나무 등(150그루), 2021년 반송나무 (1그루) 등

□ 청사관리본부는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입주기관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사 주변 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입주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푸르고 더 울창한 녹색 청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소연 정부청사관리 본부장은 “계절 따라 꽃 피고 열매 맺는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는 일반 관상수와 달리 계절을 느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입주기관과 함께할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1

제77회 정부청사관리본부 식목일 행사 실시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2. 4. 5.(월) 14:00~15:00 / 옥상정원 3동
○ (참석대상) 청사시설기획관 등 직원 44명
○ (주요내용) 기념 식수 및 식목 행사

※ 기념식수: 메이플 사과나무 1주, 식목행사: 사과나무 등 7종 84주

수목(메이플 사과나무, R10)

(제작 예시)
※ 친필문안 : 예시 “이곳에 푸른청사를 심는다”
수목표찰(가로 300 × 세로 200)

□ 행사일정
소 요 시 간

14:00~14:05

내

기념식수 수목 설명

5'
▲

14:05~14:15

14:20~14:50

기념촬영

▲

* 3동 옥상

* 3동 옥상

* 3동 옥상

본부장 등 참석자

식목행사

30'

고

총 5명(청사시설기획관1, 과장4)

5'
▲

비

설명 및 안내 : 환경팀장

기념식수 행사

10'
▲

14:15~14:20

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직원

* 3동 옥상

붙임 1-2
수종

사

대표 유실수 현황
진

특

성

수종

사과

4~5월에 피고 열매는 8~9월에 익

대추

월에 피고 열매는 8~10월에 노란

○ 학명: Prunus mume

매실

모과

열매는 작은 공 모양으로 10여종

○ 특성: 열매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기자

달이거나 술을 담근다

○ 학명: Prunus persica

○ 학명: Cornus officinalis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6m이
고 꽃은 4월에 연한 홍색으로 피

산수유

고 열매는 난상 원형으로 8~9월에

○ 학명: Prunus armeniaca

유자

피고 꽃자루가 거의 없으며 열매

○ 학명: Diospyros kaki

앵두

로 잎겨드랑이에 피며 열매는 10

○ 학명: Prunus avium Schneider

체리

꽃은 3월에 흰색으로 피며 열매는
5~7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 특성: 낙엽관목으로 높이는 3m이고
꽃은 4월에 흰색으로 피며 열매는
6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월에 주황색으로 익는다.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11m이고

꽃은 5~6월에 흰색으로 피며 열

○ 학명: Prunus tomentosa

○ 특성: 낙엽활엽교목으로 높이는 6~
14m이고 꽃은 5~6월에 황백색으

○ 특성: 상록관목으로 높이는 4m이고

매는 9~10월에 노란색으로 익는다.

는 7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감

꽃은 3~4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 학명: Citrus junos

○ 특성: 낙엽소교목으로 높이는 5m
이고 꽃은 4월에 연한 붉은색으로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7m이고

열매는 8~10월에 붉게 익는다.

익는다.

살구

붉은 장과이며 해열제와 강장제
따위의 약으로 쓰고 잎과 함께 차를

매는 7월에 자주색으로 익는다.

복숭아

꽃은 5월에 연홍색으로 피며 열매는

○ 학명: Lycium chinense

○ 학명: Prunus salicina

고 꽃은 4월에 흰색으로 피며 열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10m이고

9월에 노란색으로 익는다.

의 재배종이 있다.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10m이

10m이고 꽃은 4월에 흰색으로 피며

○ 학명: Chaenomeles sinensis

○ 특성: 상록 소교목으로 높이는 3~

자두

○ 특성: 낙엽소교목으로 높이는 5~

열매는 7월에 노란색으로 익는다.

○ 학명: Citrus unshiu

5m이고 꽃은 6월에 흰색으로 피며

15m이고 꽃은 5~6월에 황록색으로

익는다.

색으로 익는다.

귤

성

피며 열매는 9~10월에 적갈색으로

○ 학명: Pyrus
○ 특성: 낙엽교목으로 흰색의 꽃이 4

특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10~

는다.

배

진

○ 학명: Zizyphus jujuba MILL

○ 학명: Malus pumila var.dulcissima
○ 특성: 장미과의 낙엽교목으로 꽃은

사

○ 학명: grapevine

포도

○ 특성: 꽃은 양성화 또는 자웅이주
이고, 5월에 꽃이피며, 9~10월에
열매를 맺음, 삽목번식

붙임 2-1

2022년 경남청사 입주기관 합동 식목일 행사 추진 계획

제77회 식목일 맞이 입주기관 합동 기념수목 식재 및 참석자에게
반려식물 나눔 등 식목일 행사 추진

□ 행사 개요
○ (일

시) 2022. 4. 5.(화) 14:00 ~ 15:00

○ (장

소) 본관동 국기게양대 주변 야외 조경지(붙임 참조)

○ (참석대상) 입주기관장 및 입주직원 등
○ (주요내용)
- 기념수목(대추나무) 3주 식재 및 기념 촬영(입주기관장 합동)
- 참석자 대상 마스크(100개) 및 반려식물(20개, 붙임 참조) 나눔
○ (진행일정)
시간계획
14:00 ~ 14:10

10‘

14:10 ~ 14:40

30‘

14:40 ~ 15:00

20‘

내 용

비 고

행사 안내

담당팀장

기념수목 식재 및 기념 촬영
* 식재 방법 등 안내(조경 공무직 3명)

반려식물 및 마스크 나눔 등 행사 종료

입주기관장

담당팀장

붙임 2-2

행사 위치 및 현황사진 등

기념수목
식재 위치

본관동 전면
야외 조경지

행사 위치 및 현황사진

○ 학명: Zizyphus jujuba MILL
○ 특성: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10~15m이고,
꽃은 5~6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열매는
9~10월에 적갈색으로 익는다.

기념수목(대추나무) 사진 및 특성

반려식물(호랑이알로에, 6개)

반려식물(마큘라타, 1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