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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전시하고 호남지역 발굴매장 문화재에 대한 수장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국내 박물관 최초로 스마트폰의 NFC기술(접촉식 무선통신)을 이용한 전시

안내 시스템을 전시실 전관에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전시 내용을 듣고, 이를 다시 SNS상에서 서로 주고 받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6곳의 수장고 중 2곳의 수장고에 대형 관람창을 설치하여 체험전시 공간을 확대했다. 박물관 옥상정원도 개방하여 박물관의 여러 공간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

낄 수 있다.

반남고분군

나주는 경주나 부여 못지않게 거대한 봉분 유적이 많다. 영산포에서 영암 방면으로 3km쯤 가면 반남고분군을

볼 수 있다. 고분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던 지배층의 무덤이다. 우리나라는 삼한시대 후기인 A.D 3∼4세

기에 지배층이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분묘를 축조하기 시작했다.

고분의 분구는 돌이나 흙으로 원형, 방형, 전방후원형과 같은 형태로 쌓고 그 안에 돌방, 독, 널무덤 등을 설치했

다.

이러한 고분의 매장 방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제도 · 풍습 · 신앙 등을 알 수 있고, 묻은 그 시대의 문화, 예술의

수준도 알 수 있다.

자미산성

나주 반남면 자미산성은 영산강 유역에 전개된 나주평야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

요충지이다. 성 둘레는 660m로 규모가 작은 산성이긴 하지만 성안에는 건물터와 함께 용왕천 등의 샘이 남아

있어 유사시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산성의 기능을 했다.

불과 표고 94.5m의 낮게 발달한 구릉인 자미산성의 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축조되었다.

본래는 안에 호를 파고 성벽을 내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산 정상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 메워진 관계로 성

벽 상단의 높이를 따라 편평하게 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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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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