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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의 꿈과 희망, 영산홍

철쭉꽃이 질 무렵 영산홍은 5월경 진 붉은 꽃을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영산홍의 화려한 색깔 때문인지 꽃말이 첫사랑, 꿈, 희망이다.

일본이 원산지인 영산홍은 반상록관목으로 겨울에도 잎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에 영산홍은 비교적 쉽게 철쭉과 구별할 수 있다.

영산홍(映山紅)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으로 4~6월에 꽃이 핀다. 영산홍은 5월 초쯤
에 홍자색의 정열적인 꽃이 피는데 다섯으로 갈라진 꽃잎의 아랫부분이 붙어 있는 통꽃으로 
꽃받침 5갈래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다. 진달래는 단일품종이지만 영산홍은 철쭉류에 속
하며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철쭉 산철쭉 영산홍

강릉지역에서 ‘단오 굿’을 지낼 때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부터 긴 횃불을 들고 내려오면서 부

르는 영신신가(迎神神歌)로 <산유화가(山有花歌)>를 부른다. 이때 <산유화>가 <영산홍>이라는 이 

민간에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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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철쭉과 영산홍의 구별은 비교적 싶다.

산철쭉꽃은 진달래꽃과 닮음꼴이지만, 색이 연분홍이며 꽃잎 안쪽에 <반점>이 있다.

영산홍은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며 대부분 꽃이 작고 겨울에도 잎이지지 않는다.

꽃 특성

산

철

쭉

4월말에 꽃이 피는 진달래과의 낙엽활엽관목이다.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피며, 잎은 가는 선형이며 수
술이 10개이다.
가지 끝에 2~3개의 진한 분홍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
부리가 5개로 갈라진다.
상부의 꽃잎 안쪽에는 진홍색 반점이 있다.
진달래보다 잎사귀가 더 좁고 길며, 철쭉보다 잎이 뾰
족하다.

영

산

홍

영산홍은 철쭉의 종류로 조선 세종 때 일본에서 들어
왔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꽃이 진달래보다는 늦
게 피고 철쭉보다는 일찍 핀다고 했다.
진달래는 단일품종이지만 영산홍이 속해 있는 철쭉류
는 품종들이 무척 다양하다.
영산홍은 4∼6월 홍자색의 정열적인 꽃이 피는데 다섯
으로 갈라진 꽃잎의 아랫부분이 붙어 있는 통꽃으로 
꽃받침 5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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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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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높이 자라는 영산홍 ◇

대부분의 영산홍은 키가 작지만, 위의 영산홍은 키가 2∼3m 정도로 높이 자란다. 특히 

이 영산홍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며 꽃이 만개하면 함께 어우러져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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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홍

이 자산홍은 키가 작으며 작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핀다. 특히 색상이 단색이 아니라 
흰색부터 진홍색까지 구성돼 있어 화려한 다양성을 맞볼 수 있다. 



- 6 -

◇ 어울려 피면 더 아름다운 자산홍 ◇

자산홍이 무리지어 피는 단조로움보다는 다른 계통의 영산홍과 함께 어울리면 보다 깊은 맛
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자산홍은 꽃도 오래 피기에 늦도록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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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홍(백철쭉)

- 백철쭉의 묘미는 순백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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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철쭉은 함께 모여피면 보다 순백의 아름다운 자태 ◇

백철쭉의 묘미는 아무래도 ‘순백’의 색상에 있다. 순록의 계절 5월에 푸른 초목이 앞다퉈 
꽃과 잎을 피우면 출현할 때 하얀 철쭉은 오묘한 자연의 극치를 맛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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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쭉

- 비교적 늦게 피는 황철쭉, 하지만 꽃이 오래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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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키에 품위를 유지하는 황금빛 황철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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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지는 계절에 농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영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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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과 자연이 조화로운 <범바위 농장>의 영산홍

범바위엔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 곁에는 내가 있다. 

순리대로 사는 법을 몰라 인생을 허비하고 젊음을 탓하였건만,

무지가 알려준 진실을 깨닫고 나니 단풍들고 눈이 오더라.

황폐화되어 못쓰게 된 산을 개발하여 각종 귀중한 수목과 꽃나무, 산야초를 심고 조각품과 
노래비 보태니 신록의 계절에 영산홍이 돋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