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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관광 1번지 영광군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해의 마지막

해넘이를보기위한탐방객의발길이줄을잇는 해넘이명소다

특히영광군백수읍길용리에서백암리석구미마을까지 168km

에 달하는 백수해안도로는 기암괴석광활한 갯벌불타는 석양이

만나황홀한풍경을연출하는서해안대표드라이브코스이기도하

다

해안도로아래목재데크산책로인 23km의해안노을길은바다가

장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로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국토해양부

의제1회대한민국자연경관대상최우수상을수상하기도했다

영광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답게 백수해안도로를 중심

으로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을 비롯한 해수온천랜드 다양한 펜션

그리고맛집등도즐비하다

백수해안도로낙조기암절벽으로이뤄진해변에붉은노을이들

어서면 그 장엄함에 감탄사가 절

로 나온다 맑은 날 서해바다를 바

라보면 칠산도와 몽돌해수욕장으

로유명한송이도 칠산바다 한가운

데 떠있는 안마도까지 시야에 들어

온다

노을전시관서해안의 노을을

한눈에감상할수있도록최적의장소

에들어선국내유일의노을을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노을이 생기는 원리와

현상 영광지역및세계의노을과관련

한 다양한 사진 및 영상을 갖추고 있으

며가족사진찍기와입체라이더영상(4

D)감상 등으로 스릴 있는 경험도 즐길

수있다

해당화꽃 30리길해당화가곱게

핀바닷가에서나혼자걷노라면수평선

멀리갈매기 한두쌍이 가물거리네라

는 초등학교 때 배운 동요가 절로 나오

는 길이다 30리 해당화길은 초여름부

터한여름까지해안도로를찾는방문객

에게특별한추억을선사한다

해안도로 옹벽에 새겨진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15m높이에 70m 길이

로칠산도 괭이갈매기 노을 해당화

관광객등을소재로한벽화도볼거리

다

해안도로 기암괴석산과 절벽

에서바로해안으로이어지는해안도로의지형은수많은기암괴석을탄

생시켰다 거북이가산으로올라가는형상의거북바위 어머니가아이를

품고있는모자바위 우암송시열의이야기가담긴응암바위등이있다

해수온천랜드바다를 바라보고 자리 잡은 해수온천랜드는 호남

유일의해수온천탕이다 해저 600m 심층암반에서 271의염화나트륨

광천수를끌어올린다수의미네랄성분이함유돼있다

해수온천랜드는해수온천수를사용한덕분에피부탄력을유지해주고

류머티즘 신경통 가려움증에 큰 효능이 있으며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활력소가된다

해안도로 4개소 꽃밭 등 볼거리 다양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를

이용하는관광객의편의를위해산림경관조성사업으로해안도로목재

데크주변에느티나무를식재하고노을정 풍경마루주변등해안도로 4

개소에 꽃밭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

중하고있다

또 매년 가을철이면 영광백수노을축제을 열고 연인 가족이 함께즐

길수있는노을가요제 노을사진전시회 불꽃놀이등다양한볼거리와

구수산등반대회 막걸리만들기등체험프로그램으로잊을수없는추

억을선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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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속근심지고

새희망맞이한다
백수해안도로따라해넘이명소즐비황홀한추억선사

노을관광 1번지 영광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테마는먹을거리다 영광을

대표하는가장유명한맛은

굴비한정식이다 영광을 방

문하고이를먹어보지않았

다면영광관광의절반을놓

친것이나다름없다

굴비한정식은 대한민국 수산물 대표브

랜드인 영광굴비를 메인으로 영광의 대표

적인 먹을거리로 꼽힌다 해풍에 말린 참

조기를영광천일염으로간을한영광굴비

는구이매운탕찜 고추장굴비등다양한

형태로입맛을돋운다

간장게장을 비롯한 영광의 풍부한 해산

물 등으로 한 상 가득하게 올려놓은 음식

을 보고 있자면 입과 눈이 동시에 즐거워

진다

굴비와 함께 최근 들어 인기가 많은 영

광특산품은모싯잎송편이다 모싯잎송편

은일반송편보다크기가 2배이상이며 동

부를 통째로 넣어 향과 씹는 맛이 독특하

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모싯잎은 장운동과 이뇨작용에 효험이 있

으며 당뇨 예방과 치료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식사간식대용으로 인

기이며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도 가능하

다 영광박형진기자phj@

굴비한정식간장게장모싯잎송편먹거리도일품

굴비 모싯잎송편

백수해안도로

원불교 성지

안마도 낙조

대신등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