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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복암리 고분

2022-12-31

나주 복암리 고분

나주맛집 해미연 정식

2022-12-30

나주 맛집 해미연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나주 맛집으로 해미연을 추천합니다.

나주맛집 외국인도 좋아하는 나주 한정

식

2022-12-30

10월달에 외국인들과 단체로 먹었던 대

지회관 한정식 맛을 잊지 못해 가족들

과 다시 들렸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먹

고 신랑은 공기밥3그릇 뚝딱했어요�

�� 역시 전라도 음식이최고에요!!! 인

스타그램 fiat_333

나주 영산포의 눈오는 밤

2022-12-29

영산포 할머니댁에 갔던 날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이런날 처음이야~~~ #나

주관광 #나주영산포 #나주여행

나주주몽영상테마파크 다녀왔어요

2022-12-22

나주 주몽영상테마파크 산책하기도 너

무좋고 잘꾸며져있어서 구경하기에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

남평역

2022-12-22

https://www.instagram.com/p/Cmc965zhQNw/?

igshid=YmMyMTA2M2Y=

빛가람 전망대 스페이스드롭 타고왔어

요 :)

2022-12-21

우리딸 최애! 스페이스드롭 너무 재밌

어요 :) 화려한 영상미 짱짱!

자연을 자연스럽게

2022-12-18

제주에 거주하는 동료들을 인솔하고 1

년 반 만에 다시 찾아간 나주에서의 소

회를 피력 -

https://cafe.daum.net/kstjimi/DF7f/293

나주 가볼만한곳 죽산수변공원 죽산보

캠핑장 갈대 구경

2022-12-14

나주 죽산보에는 오토캠핑장도 있고 수

변공원 및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서

나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주말

에 가볼만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나주 빛가람 유아숲체험원 소개합니다!

2022-12-13

빛가람 호수공원에 있는 빛가람유아숲

체험원 소개합니다!

https://m.blog.naver.com/kje2134/222954205971

[나주 여행] 500년의 역사를 가진 채 우

뚝 서있는 '나주 송..

2022-12-10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에 다녀

온 여행수기입니다.

나주 영산포의 아침

2022-11-30

영산포의 안개낀 아침

다도 망향의 동산

2022-11-30

나주읍성 동점문

2022-11-29

나주목문화관을 가보았습니다

2022-11-29

 관광이벤트 SNS 게시물 인증

이벤트내용

나만이 알고 있는 나주 명소를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총5분께 나주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SNS 업로드 시 

#나주관광 #나주여

행  해시태그 “필수입력”

이벤트기간

2022. 6. 2. ~ 2022. 12. 31. (매월 5명씩 추첨)

참여대상

나주시에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실명인증 로그인 후 참여가능)

사 은 품

나주사랑상품권 5만원권(총5명)

당첨자발표

매달 1일

유의사항

무작위 추첨방식이므로, 매월 연속 당첨이 가능합니다.

동일 기간 내에 관광퀴즈풀이와 SNS홍보인증 이벤트 중복당첨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벤트 상품 발송 종료 후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됩니다.

이벤트 내용 및 경품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게시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는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응용하거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예: 광고

및 상업성 내용)

이벤트는 월 1회 응모 가능하며, 중복 글 또는 도배성 글은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SNS 게시물 인증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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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다도 망향의 동산

2022-11-29

나주읍성은 고려 시대에 왜구 방어 목

적으로 쌓은 전라도의 대표 읍성이라네

요 4대문중에 동점문을 방문 했는데 웅

장함에 놀랬습니다 2006년에 복원을

하였다네요

2022-11-29

#나주관광 #나주여행 #나주목문화관

나주목문화관에 들어가보면 그 시대를

재현해놓은 것들도 있고 시청각 자료들

도 있고...... '목'이란 고려,조선 시대의

지방행정 단위였다네요 금성관 구경하

고 나주목문화관도 들려보세요~~

1 2 3 4 5 6

제목   검색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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