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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함께오붓한시간을보낼수있는이색가을축

제가 순천에서 잇따라 펼쳐진다 지난 30일 순천시에 따

르면▲순천시민의날▲팔마문화제▲순천만갈대축제

▲낙안민속문화축제▲순천웃장국밥축제등 5개축제

가 10월중에개최된다 시는가을철분산해열리던각종

행사를갈대축제기간에집중적으로열어순천의자연과

문화 멋 맛을한꺼번에즐길수있도록할계획이다

제1회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이 정

원문화확산에기여했다는평을받고지난

28일성료됐다

폐막식에서는전국공모에의해선정된

전문가 작품 10점과 학생부 작품 34점 및

일반부 작품 34점 등 78점의 정원작품 가

운데 분야별 최고의 정원작품을 출품한

디자이너 14팀을시상했다

작가부최우수상은순천만형태의공간

에서 놀면서 즐기는 정원을 표현한 순정

원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오진숙 씨가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부에서는 일

상의 소리 작품을 출품한 디자인 쿡(de�

sign Cook) 팀이 최우수상을 일반부는

현대사회의도심속에서잠깐의휴식을표

현한작품 동행의기쁨을 출품한오기자

씨가최우수상을각각수상했다

순천 정원으로 수놓다라는 주제로 열

린이번한평정원페스티벌은일반시민에

게실생활에응용가능한정원아이템을제

공해정원조성의동기를부여하고정원문

화확산의초석이됐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 제1회전국한평정원페스티벌참

가작품은오는 26일까지순천만정원에전

시된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한평 정원페스티벌 성료

작가부최우수상오진숙씨

작가부최우수상오진숙씨 순정원

학생부최우수상디자인쿡팀일상의소리

일반부최우수상오기자씨 동행의기쁨

팔마문화제

웃장국밥축제

낙안민속문화축제

팔마문화제순천시영동에는 팔마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가 서있

다 높이 160너비 775 크기의 이 비는

고려충렬왕때순천부민들이승평부사(昇平

府使) 최석의청렴을기리기위해세웠다

당시에는 전임하는 벼슬아치에게 말을 바

치는관례가내려오고있었다 하지만최석은

이 같은 헌마(獻馬)를 폐습이라 생각하고 서

울(개성)에도착해도중에낳은새끼말 1마리

까지 합해 8마리를 되돌려보냈다 이때부터

팔마는청렴또는순천과동의어가됐다

제20회 순천시민의날 행사가 10월 15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

번 시민의 날 행사는 흥겨운 국악 한마당과

시민의상시상 축하공연등으로이어진다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로 ▲산업경제 부

문 김윤중(73) ㈜삼원기업 대표이사 ▲사회

복지부문허병주(66) 향토학당원장▲문화

예술 부문 은희원(75) (사)한국음악협회 순

천지부고문이각각선정됐다

이와 함께 17일18일에는 순천 문화의

거리일원에서 제32회 팔마문화제가 열려

이색볼거리를선사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공연과순천좌도농악발표회

무용협회국악협회연극협회 등 지역예술

단체의공연이펼쳐진다또한선암사의두드

림으로표현하는문양의아름다움 등예술시

장과전시체험 36개프로그램도마련된다

순천만 갈대축제바람에 일렁이는 황

금빛 갈대밭순천만 갈대밭은 가을철 많은

탐방객들의발길을이끄는힘이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 갈대애(愛) 순

천 맛을 느끼다!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축제성격이 정원박람회 성공기념 시민화합

에중점을뒀다면올해는순천만갈대와 순

천밥상의만남으로변화를꾀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1박 2일 가족과 함께 갈

대움집 체험과 갈대배 만들기 바디 페인팅

쇼 추억속의갈대영화 축제참가관광객과

시민이참여하는순천만이야기대형벽화그

리기등다채롭게꾸며진다

시는 체류형관광을유도하기위해호수정

원미디어아트쇼와주변LED조명으로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천만에서는 순

천만이주는감동을오롯이느낄수있는 순

천만새벽투어와갈대길걷기대회순천만먹

을거리장터등이열린다

또 순천의 맛을느끼다를 주제로 순천밥

상도운영된다 순천 시민이추천한순천맛

집과 음식 특화거리로 오리골목 웃장 국밥

골목꼬막정식등이소개된다

낙안 민속문화 축제갈대축제와 동시

에낙안읍성에서는 제21회 낙안민속문화축

제가곁들여진다 이번축제는 2020 세계문

화유산 등재!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를

주제로 낙안읍성의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

램을발굴추진할계획이다

주민전통생활풍습재현토요시장등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계 전통음식 페

스티벌등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진행된다

문화행사로는임경업군수부임재현을비

롯해낙안읍성두레놀이 한복패션쇼 수문장

교대식김빈길장군토성쌓기재현전통혼례

등이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가야금 병창 국

악한마당 무용단공연 줄연날리기 등이열

린다 경연대회로 제2회 대한민국 팔씨름 천

하장사대회와길거리씨름대회 낙안읍성전

통음식 페스티벌이 열리며 놀이마당 체험으

로는큰줄다리기와소달구지길쌈시연전통

복식및세계전통복식체험이마련된다

일일 상설체험과 놀이로 송사체험과 투

호 제기팽이 대형윷줄다리기를즐길수

있다 부대행사로 야간 관광객을 위한 야간

민속공연도마련돼있다

웃장국밥축제축제장을찾는관광객

들의 관심사는 뭐라해도 먹을거리이다 웃

장국밥 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갈대와

순천밥상의만남이라는주제로웃장국밥골

목과 야채전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음식

특화거리 웃장국밥 골목으로 오세요라는

부제로열리는이축제는메인프로그램으로

▲웃장국밥골목대표음식전시▲순천특산

물체험프로그램▲전통시장국민가요노래

자랑등이관광객을맞는다

이밖에도작가조정래의대하소설을바탕

으로만든뮤지컬 태백산맥이 1719일 순

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다

시는지역문화자원을활용해제작한뮤지컬

태백산맥을 순천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발

전시켜나갈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으로 가을여행을

오면어느곳에서도느낄수없는자연과생

태멋 맛을느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순천의10월은

축제로물든다

순천10월중축제일정

행사명 기간 장소

제20회순천시민의날 10월15일 순천문화예술회관대극장

제32회팔마문화제 10월 1718일 향동문화의거리일원

제16회순천만갈대축제 10월 1719일 순천만정원주무대

제21회낙안민속문화축제 10월 1719일 낙안읍성

순천웃장국밥축제 10월 1719일 동외동웃장국밥골목

순천만갈대축제

팔마문화제갈대축제등

5개 축제잇따라개최

자연과멋맛 동시에즐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