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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빛깔의 가을

억새는 가을이 여물어 가는 9월 중순께 피기 시작해 10월 중순에 그 장관을 이룬다.
그 색깔은 햇살 강도와 방향에 따라 하얀색이나 잿빛을 띤다.

가장 보기 좋은 흰색은 태양과 억새가 45도 이하를 이루며 역광을 받을 때이므로,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태양을 안고 바라보아야 그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단풍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빛깔’로 산야를 하얗게 뒤덮은 억새는 깊어가는 가을 산을 ‘가을의 심연’으로 이끈다.
청동빛의 가을하늘, 소슬바람에 일렁이는 억새 물결을 헤치며 걷는 가을 산행은 또 다른 운치를 느끼게 한다.

가을 아니면 못 만나는
은빛 물결의 장관 천관산 억새

천관산 억새제

천관산 억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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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행사기간 : 10월 중
행사장소 : 관산 정상(연대봉) ⇔ 산상 억새능선(환희대)

산행소요시간

장천재 코스 : 1시간 소요
천관사 코스 : 1시간 20분 소요
자연휴양림 코스 : 1시간30분 소요
탑산사(문학공원) 코스 : 1시간30분 소요

다도해의 풍광과 기암괴석과 억새군무

전국 어디서나 억새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지만 장흥 지역에서는 다도해의 풍광과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흥 천관산이 최고로 손꼽힌다.
이른 아침 탑산사에 도착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천관산 문학공원에서 국내 유명 문인 54명의 문향을 담긴 문학비를 감상하며 천관산을 오른다.

소나무 가지 아래 동백나무가 늘어섰고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노각나무가 등산객을 맞이한다.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준다.

눈 앞에 펼쳐진 다도해의 절경, 아침이슬에 촉촉이 젖어 하얗게 눈송이처럼 핀 억새 한 무리, ‘와~’ 하며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대중교통길찾기

눈 앞에 펼쳐진 다도해의 절경, 아침이슬에 촉촉이 젖어 하얗게 눈송이처럼 핀 억새 한 무리, ‘와~’ 하며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능선을 따라 연대봉으로 발길을 재촉하면 130만m²에 펼쳐진 비단결 같은 억새가 은빛을 내뿜는다.
연대봉 쪽에서 넘어온 다도해의 가을바람에 억새들이 고개를 숙였다 일으켰다 하며 군무를 춘다.

장흥으로 가는길

호남5대 명산중 하나 천관산!! 가을철 아름다운 "억새밭" 과 "기암괴석" 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멀리 보이는 청정지역 푸른 회진 앞바다에서는 전어들이 뛰놀고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한폭의 그림이다.

어른들 키만큼이나 훌쩍 자란 억새의 너울 따라 몸을 숨겨본다. 덧없는 세상사의 고민도 어느새 사라진다.
청동빛 하늘은 석양으로 물들고 은빛으로 물결을 이루는 억새밭을 거닐다 보면 은빛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황홀감에 빠져든다.

저녁노을 질 무렵 우수수 소리를 내며 파도처럼 출렁이는 황금물결을 지켜보는 것으로 억새와의 하루 여행은 끝을 맺는다.
10월에는 ‘으악새(억새) 슬피우는’ 소리 들으러 장흥으로 가자. 천관산으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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