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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입구 단풍두부에서맛보는 황금밥상 .

◇숲과호수의정취만끽

옐로우시티 장성에또하나의명물이탄생했

다.장성호상류협곡을가로지르는 옐로우출렁

다리다. 옐로우시티와출렁거리는다리를더해

옐로우 출렁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길이는

154m. 다리양쪽에황룡을형상화한 21m 높이

의주탑을세웠다.

출렁다리를가기위해서는장성호수변길과의

만남이먼저다.장성군은앞서지난 2017년전국

에서가장아름다운트레킹길을조성한다는목표

로장성호선착장과북이면수성리를잇는 7.5㎞

의트레킹코스인 장성호수변길을조성했다.장

성호수변길은산길과호반길을함께걸을수있

도록만들었다. 숲과호수의정취를동시에느낄

수있는그림같은길로여유있게걸어도 2시간40

분정도면완주할수있다.

이곳의백미는호숫가를따라설치된 1.23㎞의

나무데크길이다.호숫가가파른절벽을따라세운

나무데크 다리는 그 자체로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덕분에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대표걷기길 중한곳으로선정되기도

했다. 호수를끼고한참을걸으면이번엔숲길이

반겨준다.트레킹마니아가아니라도산속오솔길

을걸으며한가한정취를만끽할수있으니도전

해볼만하다.

옐로우출렁다리는수변길 1.2㎞지점과2.7㎞

지점을 연결한다. 30여분 차분하게 호숫가를 따

라 걷다가 발견한 출렁다리가 반갑게 느껴진다.

다리에올라몇걸음떼지않았는데도심장이뛰

기시작한다.분명,움직임이느껴진다.눈에띄게

출렁거리지않지만분명한움직임이다.조심스러

운마음으로다리난간을붙잡으며발걸음을내딛

는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의 발걸음 때문인지

조금더흔들리는느낌이다.

옐로우출렁다리를걷는게기대이상으로스

릴넘치는이유는 폭 때문이다. 154m의길이에

비해폭은고작1.5m에불과하다. 두사람이서면

몸이닿을정도다.장성군은 초강력케이블로교

각을지탱하기때문에초대형태풍이불어도, 한

번에 1000명이동시에통과해도끄떡없다고자

신한다.

장성이품고있는또하나의보물인축령산편

백림. 산은봄가을에만간다는편견을깨트려주

는곳이다. 전북고창과경계를이룬축령산에는

40~50년생편백나무와삼나무등사시사철푸른

상록수림대가1150㏊에걸쳐울창하게조성돼있

다. 하늘을향해뻗어있는나무들을보는것만으

로도가슴이시원해지는기분이다.나무에서뿜어

나오는피톤치드는숲이주는가장사랑스러운내

음이아닐까싶다.

숲곳곳에임도가조성되어있어가볍게산책할

수있다. 안내도를따라오솔길로들어서면진한

피톤치드 향이 느껴진다.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데크에 누워 독서나 명상을 즐길

수도있다.산림청산하 장성편백치유의숲에서

는숲해설가들이함께하는다양한산림치유프로

그램이진행된다.청소년과성인, 노인, 환우, 임

산부들을위한프로그램이마련돼있어알차고유

익하게 편백림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1-393-

1777.

누런용이살았다는전설을갖고있는황룡강은

전남장성군북하면신성리와광주시광산구송대

동 사이를 흐른다. 입암산과 백암산의 물줄기가

모여일급수에가까운장성호를이루고황룡강으

로흘러든다. 황룡강둔치생태공원을거니는일

상은편안한휴식을안겨주기에충분하다.

이곳황룡강일원과홍길동테마파크에서지난

5월말 洪(홍)길동무꽃길축제가열렸다. 장성

군은황룡강일원5만평대지에지난겨울부터붉

은꽃양귀비와푸른수레국화, 안개초,백일홍등

을심어정성스레꽃길을조성하고기존 홍길동

축제와병합해새로운축제를탄생시켰다. 꽃길

축제는끝났지만황룡강에핀꽃은 6월까지만나

볼수있다.

◇자연으로건강채운 황금밥상

장성군은음식에도노랑이미지를강조한다.관

내음식점들과함께 건강한밥상을컨셉트로지

난3월부터 황금밥상 메뉴개발에들어갔다.황

금밥상메뉴는돼지,닭,오리를이용한황금알정

식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도토리 들깨탕, 게장

정식, 떡갈비 정식, 고등어 정식 등으로 구성된

다.축령산과백양사에서는순두부정식도새롭게

준비했다.

단풍나무수액을넣어만든수제두부전문점인

단풍두부도황금밥상에참여했다. 두부를만드

는과정에강황액을넣어색을넣었다. 두부는매

일만드는게원칙이다. 그래서이곳의하루는새

벽 4시부터시작된다.기계의도움없이모든과정

이수작업으로진행되기때문에손님이많이찾는

봄가을주말에는하루종일두부만만들어야하는

날도있다.콩은해콩만사용한다.

황금밥상 정식을주문하면두부보쌈과두부전

골을맛볼수있다. 두부보쌈은모두부와돼지고

기 수육, 강황을 넣어 조리한 황돈이 함께 나온

다. 두부와수육을생김치에함께올려삼합처럼

먹어도맛있고곁들여나온명이장아찌에수육을

싸먹기도한다.

보쌈을먹는동안전골이끓기시작한다. 전골

냄비가넘치지않을까걱정이될정도로냄비안

에재료가한가득이다. 목이버섯과표고버섯, 팽

이버섯, 느타리버섯이듬뿍담겨있고산채나물

을넣어메밀피로빚은수제만두, 먹음직스런황

금두부, 각종야채까지아낌이없다.도토리묵무

침, 숙주나물전, 야채샐러드, 계란찜까지사이드

음식도푸짐하다.밑반찬역시명이장아찌와삼채

장아찌, 민들레나물, 다래나물등건강식으로채

웠다.문의061-392-1515.

축령산자락의 추암관광농원에서도황금밥상

은이어진다.이곳은삼채전문점이다.삼채는맵

고달고쓴세가지맛을가진채소로천연식이유

황이포함돼있다.

삼채전문점이라고해서삼채를메인으로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 삼채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게 맞다. 일단 모든 메뉴가 황금밥상이다.

전체적인상차림에메인요리만바뀌어삼채떡갈

비정식,오리떡갈비정식,한우떡갈비정식,돼지

갈비 정식, 수육쌈정식, 삼합정식, 삼채 닭백숙,

삼채오리백숙,삼채비빔밥등을주문할수있다.

삼합은강황을넣어삶은돼지고기와알맞게삭

힌홍어, 김치대신삼채무침으로완성된다.매콤

하면서달콤한양념이삼채의맵고달고쓴맛과

잘어울린다. 닭백숙뚝배기에도삼채가한무더

기담겨있다.황금밥상에걸맞게노랗게삶은계

란과노란빛깔의삼채, 노랗게물들여진백목이

버섯이닭백숙을감싸고있다.

삼채를이용한요리의공통점은모두고기요리

라는점이다.삼채의식이유황성분이콜레스테롤

을낮춰주는역할을하기때문에고기요리에적합

하다. 삼채를잘게썰어고추장과된장을만들어

비빔밥에 넣어 먹거나 쌈을 싸먹는 것도 방법이

다.문의061-394-4601. /이보람기자boram@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choi@

장성호상류협곡을가로지르는 옐로우출렁다리 .

新남도택리지 옐로우시티 장성

굿모닝

장성하면 문불여장성 (文不

如長城)을떠올린다. 학문으로

는장성만한곳이없다는의미

다.장성은또한 노란꽃의도

시다. 봄가을이면 황룡강 일

대에서꽃축제가펼쳐진다. 축

령산편백나무숲과장성호수

변길출렁다리는장성의 핫플

레이스로떠오르고있다. 선비

문화정신을체감하고,자연속

에서 힐링할 수 있는 옐로우

시티 장성의초여름매력속으

로빠져보자.

치유의숲에서힐링의허기를채우고

축령산자락 추암관광농원서선보이는 황금밥상요리들.

장성축령산편백숲을찾은등산객들이산행중간휴

식하고있다.

장성호수변길서만난

옐로우출렁다리

숲 호수정취동시에

삼채떡갈비정식부터

단풍두부 삼합까지

건강한밥상 황금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