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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으로물든들판 온산을울긋불긋물

들인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에딱좋은시기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귀해진 가을 소

파에서뒹굴며보내기엔아쉽다

자녀손을잡고가을속으로들어가라 영광

에는일상에서한걸음벗어나는여유를즐기

면서가을의추억을쌓을수있는여행지가많

다 카메라를챙기지않으면후회한다 여행도

즐기고선물도챙길수있다

백수해안도로 따라 가을 드라이브168

에 달하는 백수해안도로는 기암괴석광활

한갯벌불타는석양이만나황홀한풍경을연

출하는서해안의대표적인드라이브코스다

해안도로 아래 목재 데크 산책로로 조성된

23km의해안노을길은바다와가장가까운곳

을걸으며아름다운가을정취를느낄수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2006년) 대한민

국 자연경관대상(2011년최우수상) 수상 전

남 으뜸 경관 10선(2016년) 등 영광을 대표하

는관광코스다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은 세계의 노을과

관련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갖춰 둘러보는

재미가쏠쏠하다

석양이 물드는 시간에 맞춰 어디서 어떻게

사진을찍어도 작품이다

불갑사에서가을단풍을단풍으로물든

산 속에 있는 사찰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림

이다 불갑산단풍은이가을 꼭가봐야할전

남지역산사단풍명소중하나다

특히 불갑사 입구부터 불갑사까지 오르는

길은가을향기에흠뻑취하면서사색을즐기

기에더없이좋은장소다 갖은야생화와울긋

불긋한단풍들이내놓는숲향기는걷는것만

으로도 건강해지는 듯하다 단풍 자체도 좋지

만 전체 풍경이 매우 조화롭다 산의 형상이

부드러워 가볍게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끊

이질않는곳으로입소문이났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과 영광산림박물관도

인근에 위치해 둘러볼만하다 불갑저수지 수

변공원의 메카세콰이어 거리는 청명한 가을

햇살아래사색에젖어 산책할만한 장소로꼽

힌다

영광칠산타워 서해바다 한 눈에염산

면 향화도에 건립된 영광칠산타워는 천혜의

아름다운경관을조망할수 있고싱싱한수산

물 등 우리 영광의 맛과 멋을 동시에 경험할

수있는해양관광복합공간이다

전남에서가장높은높이 111m규모로전망

대 수산물판매센터 향토음식점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서해바다의 비경과 낙

조를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칠산바다

너머로 타오르는 노을로 눈이 즐겁다면 인근

설도와항에서즐기는싱싱한수산물젓갈등

은입을즐겁게한다

명품 역사문화유적가을 힐링여유를

4대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

지(聖地)를둘러보며자신을되돌아보고 업그

레이드하는기회로삼는것도좋다

개신교의경우 625 당시순교자 77명이숨

진 영광 염산교회와 65명의 순교자를 가리는

야월교회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지이자원불교가문을연영광영산성지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도착해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지역이면서 불갑산에 처음 세운 불갑

사 조선 신유박해(1801년) 당시 순교한 신자

를추모하는천주교순교기념관까지다여기

에 있다 성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는드문도시이기도하다

간다라 양식의 유물관과 국내에서는 유일

한 4면불상등불교문화를직접체험할수있

는곳으로법성면진내리좌우두일원에마라

난타상 원불교 100주년을 계기로 조성한 영

광국제마음훈련원도둘러볼수있다

한편 영광군은가을여행주간을맞아영광

을구석구석살펴볼수있는여행코스를안내

하는 한편 오는 11월 5일까지 영광군 관광지

를둘러보며찍은사진과글을군홈페이지에

올린 여행객들을대상으로추첨 대표 특산품

인 굴비와 모싯잎 송편을 선물하는 영광군

방문인증샷올리기이벤트를진행중이다

같은 기간 대표 관광지인 노을전시관 입체

라이더영상체험 승마장 승마체험 칠산타워

의입장료 50%할인혜택도받을수있다

영광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멋맛 한가득추억한아름가을힐링 1번지영광으로

백수해안도로정취즐기고

불갑사에서가을단풍만끽 굴비한정식

민물장어 간장게장

청보리한우 보리떡(빵)

덕자찜

백합 보리새우

맛조개

영광 9미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영광군이추천하는관광코스

▲당일여행백제불교최초도래지 → 중식(법성포 굴

비정식) → 백수해안도로(해안 노을길 산책) → 불갑사

→칠산타워

▲1박2일 코스(1)한빛원자력 홍보전시관 → 중식

(법성포 굴비정식) → 숲쟁이꽃동산백제불교최초도래

지→원불교영산성지→백수해안도로(해안노을길산

책)노을전시관→숙박→불갑사→칠산타워

▲1박2일 코스(2)종교성지순례코스 ) 백제불교최

초도래지→중식(법성포굴비정식)→백수해안도로→

원불교 영산성지 → 불갑사(템플스테이) → 기독교순교

지(염산교회야월교회)→칠산타워→천주교순교지

칠산타워

칠산타워서풍광눈에담고

맛깔난영광 9미 입에담고

4대 종교성지 역사문화따라

온가족몸도마음도넉넉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