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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키조개 튀김, 회, 죽, 탕수육, 구이…
제암산 철쭉제와 더불어 장흥 청정해역의 키조개를 이용한 음식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잔치가 열린다.

행사기간 중 초청가수 공연, 풍물 각설이, 키조개 까기, 스포츠댄싱, 참가자 즉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고 특산물 판매 코너도 운영된다.
갯벌보존지구와 수산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제일강산 청정해역의 키조개를 이용한 음식축제를 제암산 철쭉제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청정해역 장흥 득량만의 훈훈한 봄바람도 느끼고 넓은 갯벌을 맨발로도 걸어보고 제철인 키조개를 다양한 요리로 맛보면서 축제를 즐겨보자.

장흥 정남진 키조개 축제 개요

행사기간 : 2023. 5. 4. ~ 5. 7. (4일간)
행사주최 : 키조개 축제 추진위원회
행사장소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1길 58 (수문항)
행사문의 : 061-860-5992, 안양면 수문어촌계 061)862-1305, 010-8580-8620

행사내용

먹거리 : 키조개음식(삼합, 전, 탕수육, 회, 떡국, 구이, 샤브샤브 등)
살거리 : 지역특산품 판매장운영(농,수,축,임산물), 야생화 등
볼거리 : 키조개흑진주 공예품 전시, 사진전, 키조개 요리경연대회 및 공
연 등
체험거리 : 수중 씨름대회, 키조개배 노래자랑, 공예체험, 만들기 체험,
치어방류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맨손 물고기 잡기 등

키조개와 철쭉이 함께하는
대자연 속 만남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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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대중교통길찾기

장흥 키조개

4, 5월이면 제철인 키조개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바닷속 모래에 박혀 사는데 수질이나 뻘 상태에 따라 맛이나 품질이 큰 차이가 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 촉진과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에서 나는 키조개는 남해안의 청정해역 갯벌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될 만큼 미생물이 다양한 질 좋은 갯벌에서 자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의 84%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키조개는 식용뿐만 아니라 알이 굵은 흑진주도 생산되어 흑진주 가루를 이용한 팩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장흥으로 가는길

키조개 조형물 축제장 전경 키조개 특산품 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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