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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 symbol mark

나주시의 뿌리깊은 역사, 경제, 문화를 나이테에 담아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아래의 푸른 물줄기는 영산강을 의미하고 막힘없이 전진하는 나주시의

미래상을 표현합니다. 나이테가 가지는 2개의 원은 민과 관이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이며, 특산물인 "나주배"를 상징합니

다.

심벌마크 다운로

드

캐릭터

배돌이

우리시가 선정한 캐릭터 배돌이는 성공적인 혁신도시와 수려한 자연환경, 2천년의 유서깊은 역사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주시의 상징인 배를

의인화 하여 힘찬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밝고 친근감 있는 모습과 힘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밝은 미래와 희망이 가득찬 나주인의 기상과

의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배돌이 캐릭터 다운로

드

버들낭자

캐릭터 "버드리"는 역사속의 인물 장화왕후 '오씨'를 모티브로 하여 귀족적인 모습을 남녀노소 모두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캐릭터로 새로이 디자

인 하였습니다. 나주의 희망적인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버드리'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우아함과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나주시의 상징입니

다. 고려시대 이래 천 여 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호남 제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 나주소개 나주상징 상징마크상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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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
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symbol
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symbol/mark
http://www.naju.go.kr/contents/459/20140917_symbol.zip
http://www.naju.go.kr/contents/459/character01.zip


버들낭자 캐릭터 다운로

드

홍돌이

'홍돌이'는 나주의 특산품인 영산포 홍어가 시민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캐릭터화 하였습니다. 형태와 색상은 우리가 알고있는 홍

어의 특성을 참신하게 잘 살려 모든 이 들에게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홍돌이의 반짝이는 커다란 두 눈은 밝은 미래와 활기찬 나주시

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캐릭터의 미소 속 에 홍어의 톡 쏘는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홍돌이 캐릭터 다운로

드

엠블렘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나주오�는 영산강의 일출을 모티브로 새롭게 부활한 “나주의 젖줄” 영산강과 나주 농업의 새로운 부흥을 표현하였

으며, “오”가 감탄사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부층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슬로건

엠블렘 다운로

드

나주시 상징물 디자인 메뉴얼 관리지침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contents/459/character02.zip
http://www.naju.go.kr/contents/459/character03.zip
http://www.naju.go.kr/contents/459/najuo.zip


모든 기본 및 응용요소가 완벽하게 나주시 상징물의 기본 및 응용 시행방침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상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아

이템이 추가되거나 사용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디자인의 수정, 보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경우 임의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디자인의 변경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나주시 상징물 디자인 관리 담당부서(나주시청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담당 ☎061-339-8992)로 연락하여 업무

협조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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