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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읍성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금성관길 15

전화번호 : 061-331-6941

09:00 ~ 18:00, 매일 운영

나주읍성 관광안내소에는 2명의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나주읍성에는 왕을 상징하는 지방 궁궐

금성관, 나주목(�)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주목문화관, 나주목사의 살림집이자 현재는

한옥숙박 체험장인 목사내아까지 두루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문주막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서성문길 30

전화번호 : 061-332-4417

10:00 ~ 17:00, 월요일 휴무

서문주막 관광안내소는 초가지붕과 한옥으로 지어진 예스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처에는 나주

읍성의 서쪽으로 나가는 서성문과 현존하는 향교 건물 중 전국 최대 규모인 나주향교가 있습니다.

보물 제394호 대성전과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으며 예전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

어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주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3 영산포 역사갤러리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영산3길 17

전화번호 : 061-331-1755

10:00 ~ 17:00, 월요일 휴무

영산포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전시해놓은 영산포 역사갤러리 내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영산포

에 홍어의 거리가 조성될 만큼 유명한 영산포 홍어의 유래와 영산포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

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해설사가 배치되었습니다.

4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450

전화번호 : 061-335-7941

10:00 ~ 17:00, 월요일 휴무

영화와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명한 나주영상테마파크는 4만여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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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5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전화번호 : 061-335-0091

10:00 ~ 17:00, 월요일 휴무

쪽염색의 고장 나주에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있습니다. 천연염색 과정과 작품들을 둘러볼 수 있

는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작품까지 해설을 들으며 나주만의 천염염색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물관 내에 천염염색 뮤지엄샵이 있어 천연염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천연염색 체험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해설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6 도래마을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2

전화번호 : 061-335-3786

10:00 ~ 17:00, 월요일 휴무

풍산홍씨의 집성촌인 도래한옥마을은 마을 전체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래

한옥마을에는 홍기헌 가옥, 홍기창 가옥, 홍기응 가옥 등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한옥들이 모여 있

으며, 풍산 홍씨들은 지금도 대를 이어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도래마을 이야

기와 함께 고풍스러운 한옥과 돌담의 멋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7 반남고분군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56

전화번호 : 061-336-1151

10:00 ~ 17:00, 매일 운영

고대의 거대한 무덤 반남고분군! 역사문화가 숨쉬는 나주를 보여주듯 거대한 무덤 여러 기가 자리

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반남고분군 관광안내소에서 고대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

습니다.

8 빛가람전망대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호수로 77

10:00 ~ 17:00, 매일운영

나주혁신도시의 랜드마크 빛가람전망대! 나주혁신도시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나주혁

신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해설사와 함께 에너지 수도 나주를 만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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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나주역 관광안내소

위치 : 나주시 나주역길 56

9:00 ~ 18:00, 매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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