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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생명의 문 상징성

나주는 하늘, 땅, 바다가 잉태한 젖줄 광활한 평야, 신성한 금성산 천년 굽이 영산강에 우리는 탯줄을 묻었다.

신(�), 자연, 인간도 부러워하는 천혜의 땅, 그곳에 선조들의 얼, 혼, 지혜가 발화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이름 “생명의 땅” 나주, 생명의 태동, 천·지·인의 조화, 이를 형상화 해 “ 생명의 문”이라 했다.

생명의 문을 열어 나주의 유구한 역사, 문화의 타래를 풀고, 새로운 혁신도시를 이룸에 나주(옛), 그리고(지금),

다시 나주(미래)를 생명의 모태인 알로 상징화 하였다

생명의 문이여! 역류하는 수액은 나무의 염원을 기르니 나무가 크는 소리처럼 나주인의 소망을 심령의 하늘에

산울림하게 하소서.

도로 중앙의 중심 조형물은 생명의 모태인 알을 상징화하여 생명의 탄생과 조화, 생명의 땅 나주의 풍요와 미래를 잉태한 것으로 형상화

하였음.

도로 양측의 부 조형물은 생명의 땅 나주의 영역과 경계의 의미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주쌀, 금동관, 비둘기, 나주배, 홍어, 황포

돛배 조각을 설치 나주의 역사문화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생명의 문 사업개요

위��치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나주대교

규��모 : 높이 13.5m, 길이 17.5m, 폭 8m

구��조 : 철골조, 스테인리스

사업기간 : 2004. 3. ~ 2006. 4.

시설물 : 생명의 알, 상징열주 및 휴게공간

나주배와 토기모형

천년 고도 나주를 상징하는 테마를 위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음

나주하면 나주배를 생각하고 배가 없는 나주는 무의미하며 전국 지역 별로 자기 고장의 특산물

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나주만의 자부 심을 느끼고 시각적으로 부각 시킬 수 있는 나주배

를 1차 상징물로 구상하였음

나주배 모형은 제일 윗 상단에 영구히 빛을 발하며 재질이 변함이 없는 황동 주물로 제작 영원한

이미지 컨셉을 두었으며, 양쪽 스테인 레스 재질의 날개는 나주 시민의 무궁한 발전을 의미함

본체 중앙에는 천년의 역사와 유구한 문화을 상징하는 고대국가의 이미지를 연출을 위해 빗살

무늬토기모양을 형상화하여 특수분체 도장 처리로 토기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  > 나주소개 나주상징 조형물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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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토기모양을 형상화하여 특수분체 도장 처리로 토기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배와 토기의 지주 역할의 기둥은 나주 시민의 화합, 도약, 미래를 의미 하며, 기둥과 토기 사이의

청동 장식물은 옛 백제의 금관 모형의 일부 로서 옛 왕조의 위엄을 표현 하였음

반남 금동관 - 작품명 : 소통(��)

나주시 반남면의 대표적 문화유물인 금동관과 옹관을 형상화 함

옹관에 뚫새김시킨 인간의 형상은 영산강 문화권 즉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어 소통

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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