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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bout arboretums in Korea.

There are many arboretums in Korea. At arboretums, 
수 목 원

there are well-tended gardens and trees. You can 
잘 가꾸어진

experience beautiful backdrops that wouldn't be out 
배 경

of place  in a fairytale. Most people who visit feel 
나올법한/ 어울리는 동 화 속 에

refreshed and feel a sense of calm. Arboretums 
상 쾌 한 평 온 함

aren't just beautiful to behold. They are also good 
보 다

for your health. They are good places to get some 

fresh air and blow off steam. 
스트레스를 풀 다

There is even a term, 'forest therapy,' meaning the 
산 림 요 법

healing effects of walking in a forest. Arboretums are 
치 유 효 과

just the thing for forest therapy. There are also 
딱 적합한 것 산 림 욕 요 법

arboretums with research facilities, museums and 

special exhibitions, so people can learn about 

nature. Taking kids in particular is good for their 

emo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There are 

lodgings near most major arboretums, so a lot of 
숙 박 시 설

people stay overnight. 
1박 2일 동안 머무르다

 

I guarantee it.

A: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to an arboretum this 

weekend?

B: I don't know. It sounds boring. Is it nice?

A: I guarantee it. Arboretums are a great place to heal.

B: Okay, I'll go. When should we meet?

 

한국의 수목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에는 수목원이 매우 많다. 수목원에는 잘 가꾸

어 놓은 정원과 수목이 있다. 동화 속에 나올법한 

배경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곳에 오면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편안해진다. 수목

원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수목원은 맑은 공기를 쐬고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

은 곳이다.

삼림을 걸으며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는 삼림욕 요법

이라는 말이 있다. 수목원은 이러한 삼림욕 요법에 

딱 좋은 장소다. 연구 시설, 박물관, 특별 전시관 등

을 갖춘 수목원들도 있어서 자연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의 정서 발

달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대형 수목원 

근처에는 숙박 시설들이 있어서, 1박 2일로 수목원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보장할게. 

A: 주말에 나랑 수목원에 가 볼래?

B: 글쎄다. 지루할 것 같은데. 가면 좋아?

A: 내가 보장할게. 수목원은 힐링을 하기에 정말 좋거든.

B: 알았어, 갈게. 언제쯤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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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Talk about arboretums in Korea.

There are many arboretums in Korea. They offer a 

quick getaway from city life. The gardens and forests 

there provide lots of greenery. It's very refershing and 

relaxing to visit one of these places. Arboretums are 

not only pretty but also good for one's health. They 

are great places to get some fresh air and relieve 

one's stress. There's something called sallimyok, 

which is the Korean word for forest therapy. 

Arboretums are great places to do that. Arboretums 

often have research facilities, naature museums, and 

special exhibits to teach people about nature. Some 

well-known arboretums in Korea are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Mullhyanggi Arboretum, Morning 

Calm Arboretum, and the Saemiwon.

 

한국의 수목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에는 수목원이 매우 많습니다. 수목원은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

어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수목원에 있는 정원과 숲에는 수목이 많

습니다. 수목원에 가면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편안합니다. 수목원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수목원은 맑은 공

기를 쐬고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곳입니다. 산림욕이라는 한국말

이 있는데, 이는 산림을 통해 치유 효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

목원은 산림욕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 입니다. 연구 시설과 자연 박

물관, 특별 전시회 등을 갖춘 수목원들도 있어 사람들이 자연에 대

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수목원으로는 국립 수목원, 

물향기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 세미원 등이 있습니다.

 

번역

arboretum 수목원

quick getaway 짧은 여행

greenery 수목

refreshing 기분이 상쾌한

relaxing 편안한

good for one's health 건강에 좋은

get some fresh air 신성한 공기를 쐬다

relieve one's stress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forest therapy 산림욕, 산림 치유

nature museum 자연 박물관

special exhibit 특별 전시회

well-known 유명한,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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