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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나주의머리글자를딴전라도 나주목은전라남도를관

할하는 중심 고을이었다 천년목사고을로 불리던 나주는 너른

평야와넉넉한인심으로무장한명품역사문화도시다

나주관아가있던읍성권에는 4대문과 37가넘는길이의읍

성이복원되어있다 금성관의위용도느낄수있다 나주목의객

사(客舍)였던금성관은사신과중앙관리들의숙소로이용됐던곳

이다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객사는 나주가 유일하다 나

주 향교에서는 단아한 한국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다 향교를 에

워싼소박한담장을따라기와건축물의아름다움을느끼면서걸

음을하다보면마음이평온해진다 대성전앞에는 500년된은행

나무가나주향교의역사를간직하고서있다 나주일대를관장하

는목사의살림집으로사용됐던목사내아는한옥숙박을할수있

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바뀌었다 금학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있는옛목사내아는하룻밤묵고나면집안에좋은일이

생긴다고해 사람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

(문의 httpmoksanaeanajugokr)

바닷물이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쌀

소금 홍어등을싣고분주하게오가던돛배들 황토로물들인돛

을단황포돛배가수놓던영산강물길은육로교통의발달과함께

추억의길이됐다 상류에댐이들어서고영산강하구둑이만들어

지면서 1977년 마지막 배가 이곳을 떠났다 이제는 나주의 역사

를만나려는사람들과옛추억을싣고황포돛배가영산강물길을

미끄러지듯달리고있다 옛 목선을그대로재현한빛가람 1호와

2호 한옥지붕이멋스러운나주호 발굴된고려시대뱃조각을복

원해놓은왕건호 빠르게 물살을가르는영산강호까지 황포돛배

투어가풍성하다 해설사의구수한설명을들으며아름다운풍광

을쫓다보면수많은이야기와추억이함께흘러간다

(문의: 0613321755)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나만의색을만들어보자 나주는예

로부터비단을직조하고쪽을염색하는기술이발달한곳이다 영

산강과바닷물이만나는지리적환경탓에쪽과뽕나무를재배하

기에 좋았던 게큰이유다 중요무형문화재염색장 기능보유자도

활동하고있다 천연염색박물관에는전시관과 200명이동시에작

품을 만들수 있는 체험관과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우수 업체의 천연 염색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천연염색 공

방도 있다 회색 노랑 분홍 황토색 등 취향에따라 천연염료를

가지고홀치기를하고핸디페인팅을하면서고운색에취해본다

(문의: 0613350091 httpwwwnaturaldyeingorkr)

영산포에서 영암 방면으로 3로 정도를 달리다 보면 탁 트인

들판한가운데솟아있는큰무덤들이눈에띈다 이곳이바로반

남고분군이다 자미산(98m)을 중심으로신촌리 대안리덕사리

의낮은구릉지에위치한반남고분구에는대형옹관고분수십기

가 분포하고 있다 대형옹관고분은 지상에 분구를 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커다란 옹(甕)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독특한고분양식으로꼽힌다지배계층의무덤인대

형옹광고분은나주반남일대는물론영암 함평 무안등영산강

을따라형성되고있다복암리고분군에서도이런거대한고분군

을볼수있다 이곳에서는금동신발 큰칼 구슬 토기등많은부

장품이쏟아져나왔다 신촌리고분에서출토된금동관은국보로

지정되어있다 이곳의생생한역사를만나고싶다면반남면고분

로에위치한국립나주박물관으로걸음을옮기면된다

(문의0613307800 httpnajumuseumgokr)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내려다보는 영산강의 풍경은 어떨

까? 드라마 주몽의촬영지로유명한나주영상테마파크는나주

최고의전망대로꼽히는곳이다 공산면신곡리산자락에위치한

테마파크의고구려궁맞은편에있는성루가명당이다성루에올

라서면 S자로굽이쳐유유히흘러가는영산강이눈에안긴다넓

게펼쳐진다야뜰도한눈에볼수 있어서가슴이뻥뚫리는느낌

이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고구려의 건국 역사와 엔터테인먼트

를결합한영상전문테마공원으로그동안 100만 명이넘는방문

객이다녀갈정도로입소문이났다 4만5000평너른공간에옛시

대를재현한세트장이촘촘하게자리잡고있어시간가는줄모

른다 고구려의기상을느낄수있는역사의공간이다

(문의 0613357008 httpthemeparknajugokr)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덕룡산에 안겨있는 불회사도 역사 여

행지로 빼놓을 수 없다 어귀의 돌장승과 아름다운 대웅전에 끌

려걸음을하게되는불회사는봄에는대웅전뒤편의축백숲에서

퍼지는봄기운에 취하고 여름철에는비자나무와측백나무숲의

상쾌함에끌리는 곳이다 불회사 주위를 둘러싼 전나무 삼나무

비자나무등의숲은아늑한분위기를이루며가장늦게까지단풍

빛을 머금고 있어 나주호와 더불어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창건시기에대해서는두가지기록이전해진다 384년(침류왕 1)

에 인도승 마라난타가 창건하고 681년(신문왕 1)에 왕명으로 중

창되었다고도한다 불회사입구를두고양쪽으로등산로가나있

어서반나절을잡아산세를느끼기에도좋다

(문의0613373440 httpwwwbulhoe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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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관은행나무

1977년까지쌀 소금 홍어등을싣고영산강물길을오가던황포돛배들이이제는나주의역사를만나려는사람들과옛추억을싣고분주히움직인다 사진제공나주시

천년목사고을

시간이 멈춘 곳 나도 멈춘다

 나주읍성

 황포돛배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국립박물관반남고분군

나주역사여행뚜벅이족이라도괜찮다잠시운

전대를 내려놓고 역사 여행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나주로향하는버스에오르면된다

지난 4월 초부터 나주로 마실가자라는 이름의

나주 시티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9월까지 운

영키로 했지만 여행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

면서 12월말까지나주마실이계속된다 매주토요

일 광주유스퀘어가 나주 역사여행의 시작점이다

오전 9시20분유스퀘어 34번홈에서출발한버스는

나주혁신도시 LH 3단지를거쳐 10시20분나주역

으로 향한다 10시30분부터 나주읍성의 여행이 시

작된다 여행길에서 맛을빼놓을수는없다 나주

하면떠오르는대표적인음식중하나가곰탕이다

곰탕거리에서 시원한 곰탕으로 속을 채운 뒤 황포

돛배에서오후의낭만을만끽할수있다 이어염색

박물관과 반납고분군국립박물관을 돌아오는 코

스로나주시티투어가준비되어있다

나주의 역사와 문화 맛과 멋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여행이자 역사고을로의마실이다요금은광

주에서출발할경우 8000원 나주출발은 5000원이

다 (문의0623608502)

광주 유스퀘어 34번 홈서

매주 토요일 9시20분 출발

복암리고분군

나주시티투어버스

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 9개회원사가공동취재보도합니다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

다 고운 단풍으로 물들었던 산과

들판이겨울빛을띄우며2015년과

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계절이지나간역사의고을에서겨

울 여행을 하며 고요하게 한 해를

정리해보는것은어떨까? 2000년의 시간이머물고있는나

주로떠나는 역사여행이다

투어버스코스로떠나본역사여행

나주

# 영상테마파크불회사도꼭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