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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그대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편백숲

장흥 유치자연휴양림
휴양림은 전남의 9시군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장흥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옹녀봉에서 내려오는 무지개폭포와 옹
녀폭포, 전설이 담겨있는 변강쇠와 옹녀 바위등 웅장한 기암괴
석,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불 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주변 산림은 천연림이 70～80%로 편백나무, 비목나무, 가래나무, 비자나무, 굴피나무, 참나무류, 산수유, 고로쇠 나무, 산벚나
무, 단풍나무 등 400여종의 온난대림 식물분포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신선한 공기와 수목에서 내품는 [테르핀 피톤치드]의 방향
성 물질이 풍부하며 가을 겨울철이면 단풍이 아름다워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산림욕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등산로와 산책로, 산악자전거 코스와 장흥댐 주변의 도로등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 받고 있으며 휴양림 주변에는 동양3
보림중에 하나이며 불교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치면 봉덕리에 보림사가 있으며

보림사 주변의 약 300년 이상된 비자림과 자연상태 그대로 자생하고 있는 대단위 녹차단지, 대나무 및 소나무 숲 등을 이용하여 산림욕
을 즐길수 있는 보림사산림욕장, 수인산성과 억새를 볼수 있는 수인산 등 주변에 볼거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에서 장흥읍에서 차량으로 15분거리, 20분정도 가면 장흥군일대의 득량만 바닷가에서 싱싱한 키조개, 바지락, 활어회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는 새롭게 단장한 편백나무집, 황토집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 놀이터, 야영장(평상, 정자 등), 체육시설(족구장),
주차장, 출렁다리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그룹단위 휴양은 물론 각종행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람의 손은 멀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은 휴양치료등 피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휴양림 내를 가로 지르는 년중 청정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으며 한 여름 밤의 반딧불 향연과 주변에 야생화의 생기를 맛 볼 수 있는 추억
속의 고향을 본듯한 기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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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VR 보기

유치자연휴양림 기본현황

위치 전남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길 154

면적 53.6ha (군유림)

조성기간 1991 ~ 1996

개장년도 1996. 7. 1

일일수용능력 최대 2,000명, 최적 1,000명 (주차장 소형 300대, 대형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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