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부 안내 

신 히로시마시민구장(MAZDA Zoom-Zoom 스타디움 히로시마)의 약 5 배 

면적(18.3ha) 입니다. 

 

계단식 폭포∙대 화단 

정면 출입구를 들어서면 계절의 꽃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대 온실 

넓이 2,186 ㎡, 높이 약 21m 의 거대한 온실입니다. 

열대지방의 자연경관을 재현하여 연중 열대, 아열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카카오, 커피와 같은 친숙한 식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대수련 온실 

꽃이 아름답고 종류도 풍부한 열대성 수련을 연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식충식물 코너가 있습니다.  

 

후쿠시아 온실 

귀걸이 같은 귀여운 꽃의 후쿠시아를 연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난 전시(후쿠시아 온실 내) 

히로시마시 식물공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야생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은 난, 작은 난 등 그 종류는 일본에서도 손꼽힙니다.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난도 있습니다.  

 

선인장 온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등 건조한 기후에 적응한 식물을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베고니아 온실 

일반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구근 베고니아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베고니아를 

연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화분에 심은 것 외에도 천장에서 매달아 늘어뜨린 베고니아도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수와 면적은 서일본에서 최대급입니다.  

 

꽃의 진화원 

사계절마다 꽃을 즐길 수 있으며, 식물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로크 가든 

돌을 쌓아 만든 야성적 경관 속에서 고산식물과 산야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미원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여 미야시마 등 아름다운 세토내해를 일망할 수 있습니다. 

5 월∼6 월의 꽃피는 계절이 되면 온통 장미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일본 제일의 장미화원을 즐겨 주십시오.  

 

수목관찰원 

입구는 단풍나무 정원, 안쪽으로는 해안부에서 산지, 계곡의 숲을 재현한 수목원입니다. 

 

일본정원 

차실과 석탑 등을 설치한 일본정원이 있습니다. 

2∼3 월의 올벚나무, 5 월 하순∼7 월 상순에 걸쳐 수국과 꽃창포가 인기 있습니다.  

 

숲 속의 레스토랑 

식물공원을 내다볼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입니다. 

유리창 밖으로 꽃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요리도 만점입니다. 

단 6∼7 월, 12∼1 월은 토, 일, 국경일만 영업합니다. 

휴업일에는 숲 속의 카페를 이용해 주십시오. 

 

숲 속의 카페 

통나무로 만든 카페입니다. 

귀여운 카페에서 한숨을 돌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매점 

매점에는 식물공원 오리지널 상품을 비롯하여 기념이 될 상품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서만 판매하는 귀한 것도 있으므로 체크!  

 

꽃집 

돌아가실 때는 꽃집에서 아름다운 꽃을 구입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식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