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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산포등대

영산포 등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내륙 등대이자 강변 등대이다. 현재는 등대의 구실을 하지 않음에도

밤에는 등대불을 켠다. 영산포 등대는 1915년에 설치된 영산포 등대는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48킬로미터의 영

산강 뱃길을 타고 수산물과 곡물을 실은 선박을 안내했다. 1914년 호남선 철도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영암, 강

진, 장흥, 해남, 완도 등의 지역과 나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이 되어 영산포지역의 상권의 번영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영산포의 하얀 등대는 영산포의 화려했던 과거의 증인이다.

앙암바위

회진에서 영산강을 따라 영산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가야산이 있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볼 수 있는데

이 바위가 '앙암바위'이다.

바위 일대는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위 아래 강물이 소용돌이치면서 깊은 소를 만들어 영산강을 다니던

배들이 자주 침몰하는 통에 사람들은 바위 아래 용이 살고 있다고 �었다.

이 바위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아랑사와 아비사의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바위 절벽에는 아랑사와 아비사가 서로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남아있어 그들의 모습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 황포돛배를 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3 기오정

반남 박씨 박세해가 1669년에 처음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후기 17세기에 중건되어 몇차례

중수를 거쳤다. 1669년 처음 건립한 이후 1745년과 1934년경, 1981년경에 각각 중수를 하였다. 안에는 중수

기문 2개, 유상운을 비롯한 문인과 후손의 현판 9개가 걸려 있다.

영산강변에 위치한 여러 정자들과 함께 문인 교류와 후학 강학의 장소로 쓰였던 공간이다.

영모정

영모정은 회진마을 입구 언덕 느티나무 숲 속에 있는데, 조선 전기의 로맨티스트이자 풍류남아였던 백호 임제

선생이 당대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수많은 시를 남겼던 곳이자 영산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포인트다. 전

라남도기념물 112호로 지정돼있는데, 귀래정 임붕이 선친인 임평이 3년 동안 거처했던 집터에 세웠다고 한다.

처음에는 임붕의 호를 따서 ‘귀래정’이라고 칭하였다가 명종 10년에 임붕의 두 아들 임복과 임진이 아버지를 추

모하기 위해 재건하면서 영모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영모정은 ‘어버이를 길이 추모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5 백호문학관

나주목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강바람을 가르는 황포돛배 처럼 영산포구와 근대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힐링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 의향 영산강변 문화체험

모두가 꿈꾸는 혁신도시 빛가람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금성산 고대왕국 마한과의 만남

멋진 추억을 만드는 이색체험

   추천여행 코스여행 짧은여행 강바람을 가르는 황포돛배 처럼

영산포등대 앙암바위 기오정 영모정 백호문학관 천연염색박물관

강바람을 가르는 황포돛배 처럼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tour/recommend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cruis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historical_cultur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cruis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cultural_heritag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healing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independence_movement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experience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bitgaram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geumseongsan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mahan
http://www.naju.go.kr/tour/recommend/course/short/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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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호문학관

나주는 당대의 명문장가였던 백호 임제(1549-1587)의 고향이다. 나주시는 백호문학관을 세우고 기획전시실과

영상관,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공간에는 임제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홍보하고 출생과 가문, 고향 회진, 교육관계, 축소 조형물을 활용

한 연보와 문학, 선생의 문학 세계 소개와 평가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백호문학관 2층 상설전시실에 들어서면 백호 임제가 남긴 유언 '물곡사'가 큰 글씨로 씌어있다. 백호의 유물인 거문고와 보검, 옥퉁소도 전시되어 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나주시 천연염색박물관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보급, 산업화, 연구개발 및 천연염색박물관 운영을 주목적으

로 2006년 4월에 민법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으로 설립되어 한국과 나주의 천연염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염색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상설 전시장과 자료관을 비롯해 판매장과 체험장, 교육세미나실, 연구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에는 (재)나주천연염색박물관 운영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천연염색의

역사를 보는 것과 더불어 사시사철 나주 천연염색의 대표적인 쪽, 황토, 치자 등 각종 천연염색체험을 할 수 있

다.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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