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4일 07시 35분



2
3
3
3

3
5

목차

목차
제암산 철쭉제
푸른 신록이 흠칫, 5월의 붉은 아우성 제암산철쭉제
본행사 개요

'천상의 화원' 제암산
장흥으로 가는길



본행사 개요

철쭉제례 : 행사당일 11:00 / 제암산 철쭉제단
소망 리본 달기 : 행사당일 10:00 ~ 12:00 / 제암산 철쭉제단 광장
철쭉선아 시상식 : 참가신청(4월중/20일간/장흥제암산악회 http://cafe.daum.net/Jeiamsan), 시상(행사당일 / 철쭉제례 종료후)
꽃씨 풍선 날리기 : 행사당일 12:00 / 철쭉제단 광장
철쭉 가족 사진활영 : 행사당일 10:00~14:00
산악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 행사당일 11:00~16:00 / 제암산 제1주차장 광장

'천상의 화원' 제암산

푸른 신록이 흠칫,
5월의 붉은 아우성

제암산철쭉제

제암산 철쭉제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tour/festival
/tour/festival/spring
/tour/festival/spring/royal_azalea


'천상의 화원' 제암산

매년 5월 철쭉이 만개할 때면 눈이 부실 정도로 꽃송이의 물결이 펼쳐지고 등산객들의 탄성과 함께 하산길을 잊게 한다.
자연이 준 이 아름다운 철쭉의 향연을 보다 오래도록 가꾸고 보존하면서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제암산악회와 장흥문화동호인회 공동으로 처음 제암산 철쭉제를 시작한 것이 지급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매년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휴일이나 일요일을 정해서 개최하고 있다.
제암산 철쭉제는 전국 철쭉제의 맨 처음 시작되는 시발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철쭉을 보기위해 제암산을 찾는 등산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50,000명의 산악인이 찾았다.
또한 4, 5년 전부터 전국 유명 사진작가들의 새로운 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산악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남도제일의 자생철쭉은 사자산 하단 부분에서 시작되어
사자산 등성이와 제암산 정상을 지나 장동면 큰산에 이르기 까지 총 6km 길이에 폭이 넓게는 200m에서 적게는 50m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사자산 미봉 - 간재3거리 - 곰재산 -곰재를 잇는 능선이 제암산의 유명한 철쭉 군락지이다.
남해의 훈풍 속에 화려하게 피어난 진분홍빛 철쭉 길 20만㎡의 너른 땅에 소나무 몇 그루를 빼고는 잡목 하나 없는 철쭉밭은 말 그대로 "천상의 화원"이다.

제암산 등산코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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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대중교통길찾기

장흥으로 가는길

행사기간 :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2023년은 5월 5일 개최)
주최,주관 : 장흥군 / 장흥 제암산악회
행사장소 : 제암산 철쭉제단, 제암산일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 28)
행사문의 : 061-860-5771

사자산과 제암산의 6km 구간에 걸쳐 야생 철쭉이 밀집해 매년 오월이면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려 장관을 이룬다.
철쭉으로 물든 천상의 화원 제암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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