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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해넘이와해맞이행사참가에앞서가장신경써

야할것은건강이다한겨울야외에서진행되기때

문에자칫하면감기에걸리거나 뜻밖의사고를당

할수있어서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방한장비가 필수 두툼한

외투는 물론이고 장갑과 모자 목도리 마스크 지

형에알맞은신발을준비해야유쾌한나들이를할

수있다 아스피린과소화제를비롯한간단한구급

약을 휴대하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

다 행사 장소가 대부분 병의원에서 떨어져 있는

점을감안해비상약세트를구비하는게좋다

지병이있는사람은평소복용하는약을철저하

게 챙겨야 한다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몸의 보온

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너무 오랫동안 야

외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 노약자나 병중인 사

람들은가급적참가를자제하되 주변에서항상신

경을기울여야한다 박기웅기자pboxer@

주의 사항은

대형사건사고와각종의혹으로얼

룩졌던 2014년이저물고있다 1년

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해넘

이 해맞이 행사가 광주전남과 전

국에서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가

족 친구 등과 함께 지나왔던 날을

되돌아보고새로운희망을설계하

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알

찬 삶을 위한 활력소다 세찬 물살

로 유명한 해남 울돌목 하늘 위로

미래의 부푼 꿈을 안은 해가 힘차

게떠오르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지형에맞는신발비상약챙겨야전국민을비통에젖게한세월호침몰 장성노인

요양병원화재사고 잇따라터진병영사고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에다 연말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

던 비선 문건 사건까지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

한민국의 2014년은 그야말로 사건사고비리의

혹으로점철됐다 암울했던한해의기억을털어내

고희망의 새해를맞으려는 해넘이해맞이 계획으

로 분주한 때다 무거운 마음을 훨훨 날려 버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려는 시민들을 위

해다양한행사가준비돼있다

광주전남 다양한 행사광주에서는 새해 첫

날오전7시부터무등산증심사입구와서구금당산

입구에서 해맞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떡국 나눔봉

사행사등이열린다 광산구어등산에서도다채로

운해맞이행사가예정돼있다

앞서 31일 자정에는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앞에서 7년만에 민주의종 타종식과함께

한해를마무리한다

민주의 종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제야 행사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7년간 광주

환경공단 등에 보관돼 오다 지난해 종각이 복원됐

다 지난 2000년 11월 시민성금(9억9000만원)으로

제작한 민주의 종은 31절과 518민주화운동 기

념일 광주시민의날(5월 21일) 815 광복절 제야

(12월 31일)에은은하게울려퍼졌다

전남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해남군

은 오는 31일과 내년 1월1일 제19회 땅끝 해넘이

해맞이축제를연다축제는땅끝전망대해넘이관

람으로막을연뒤다음날새벽해맞이징치기와새

해맞이축하메시지전달덕담나누기로진행된다

땅끝의 31일 일몰시각은 오후 5시33분 내년 1월1

일일출은오전 7시40분이다

완도군 완도타워 전망층 입장객을 외부 관광객

100명과완도군민 50명등 총 150명으로제한하기

로하고지난 19일공개모집을마쳤다

달이가장먼저뜨는월출산과장흥정남진도다

채로운해맞이행사를준비하고있다

나주시는 31일 자정 조선시대 나주목 관아 정문

이던정수루(전남도문화재자료제86호)에서 제야

(除夜)북두드림행사를개최한다 이날행사를위

해 정수루와 금성관(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일

원을 야간 개방하고 밤 8시부터 11시40분까지 다

양한공연을곁들인다

전국해돋이명소는여수향일암은첫손꼽

히는 새해맞이 장소다 여수시는 제야의 타종식과

함께소망을기원하는 여수향일암일출제를개최

한다 민족의영산인강원도태백의태백산에서한

해의시작을맞이하는것도남다르다 태백산일출

은주목군락지에서바라보는것이가장아름답다

2000년 세운 경북 포항의 상생의 손 조각상은 호

미곶일출의최고포인트다 1908년일본이세운등

대도호미곶의명물이다

울산의 간절곳은 한반도 육지에서 해가 가장 빨

리뜨는곳이다 한반도동쪽끝인호미곶보다서쪽

에자리하지만위도가낮아겨울에는호미곶보다 1

분앞서해를맞는다

제주성산일출봉은새해가아니더라도일출을보

기 위한 관광객으로 항상 북적거린다 일출봉 정상

에서 해를 보려면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성산일출봉입구부터정상까지 30분정도가걸리기

때문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주요 행사전국 명소는 해남땅끝완도서해넘이

월출산태백산서해맞이

증심사금당산서떡국나눔

가장빠른일출 울산 간절곶

광주전남주요해넘이해맞이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여수향일암일출제
20141231 오후4시
20150101 오전 10시

여수시 돌
산임포마을

완도타워해맞이 20150101 오전 6시
다도해
일출공원

해남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20141231 오후 5시
20150101 오전 10시

해남
땅끝마을

해맞이떡국나눔
20150101 오전 7시
(예정)

증심사금
당산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