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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물길따라

풍류가 흐르는 황포돛배

무수히 많던 돛배가 사라진지 오랜세월이 흘러 다시 그때의 추억과 옛사람의 눈길이 머문곳을 찾아 배에 오르면 반가운듯 영산강의 향긋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황포돛배

는 바닷물이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시절 과거 영산강 물길을 이용해 쌀, 소금, 미역, 홍어 등 온갖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황토로 물들인 돛을 단 배를 말한다. 영산

강 황포돛배는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1976년 상류에 댐이 들어서고 영산강 하구둑이 만들어지자 1977년 마지막 배가 떠난 후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08년 30여년 만에 웅장하고 위엄있는 옛 모습 그대로 부활한 황포돛배는 그 옛날의 추억을 싣고 영산강을 오르내리고 있다.

황토로 물들인 돛을 단 배 황포돛배

물길을 따라가다보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영모정과 기오정이 병풍처럼 나열하고 있다. 영산강 뱃길은 수 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중요한 이동로 였다.

황포돛배투어 운항안내

위치 : 전남 나주시 등대길 80 영산강선착장

문의전화 : 061)332-1755

운항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단 공휴일은 제외)

1월 1일(신정),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은 휴무입니다.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운항하지 않음

동절기(11월~2월)는 16:00 배까지만 운항

기상 여건, 선박 상태 등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 있음

  추천여행 체험여행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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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비단물결을 따라 유람하는 황포돛배투어는 나주 여행의 백미이다. 영산포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돛배는 강을 거슬러 오르며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옛 목선 그대로 재현되어 운치가 그만인 빛가람 1호와 2호, 한옥 지붕이 멋스러운 나주호, 발굴된 고려시대 뱃조각을 복원해 위엄을 갖추고 부활한 왕건호까지 황포돛배 투

어는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빛가람호는 성인 3명 이상/ 나주호는 13명 이상 / 왕건호는 50명 이상 이용시 운항 가능

운항시간

운항구간 출발시간 소요시간 선박

영산포 선착장 ↔ 한국천연염색 박물관 선착장(왕복 10km)

10:00

50분

빛가람호

나주호

왕건호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운항요금

운항구간 구분 개인요금
단체요금

(20인 이상)
우대

영산포 ~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왕복 10km)

성인 8,000원 7,000원

개인요금의 50%할인

청소년(중고생) 6,000원 5,000원

초등학생 4,000원 3,000원

유아(만6세미만) 무료 2,000원

우대요금 대상자(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시) / 단체요금과 우대요금 중복할인 불가

나주시민, 경로(만 65세 이상)

나주시 이전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나주시티투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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