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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연휴남도축제

해양스포츠와 청소년축제가 한자리

에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국제 범선축

제 국제청소년축제가여수신항과여수

세계박람회장일원에서동시에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맞는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은 4개 정식종목(핀수영카누트라

이애슬론요트)과 4개 번외 종목(전통 노

젓기바다수영드래곤 보트고무보트)

경기를진행한다

또 부대행사로는공군특수비행팀블랙

이글 에어쇼 패러글라이딩 축하쇼 수상

오토바이퍼레이드등이 체험프로그램으

로는 바나나보트해수풀돌고래 슬라이

딩등이마련된다

6년만에열린이번범선축제에는여수

코리아나호(길이 41m135t) 강진 옹기배

봉황호(길이 19m20t) 조선시대 조운선

(길이 75m총톤수 30t) 등 국내 선박을

비롯해러시아의초대형범선팔라다호(길

이 1094m2987t)와 나제지다호(길이

1094m2297t) 등이 참가했다 일반인들

이 직접 범선에 탈수 있는개방행사를비

롯해 범장(돛대) 전시 야간 범선 점

등 출항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

이진행된다

세계 청소년의 흥 여

수와 만나다라

는 주제

로 열리는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는 국내

외청소년과관람객 2만여명이함께어울

려한마당젊음의잔치를벌인다

첫날에는 내일러(코레일상품 내일로

사용자)와 함께하는 행진을 시작으로 개

막행사 그룹 진저크루 비보이 댄스 추

억의 기차놀이 화합 한마당 행사등이펼

쳐진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댄송 경연대회 결

선으로 전국에서 온 춤과 노래의 재주꾼

(댄스 8팀노래 8팀)들이 끼와 열정을 마

음껏 분출하는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마

지막날인 16일에는청소년댄스와그룹사

운드공연에이어폐막행사로이번축제의

대미를장식한다

연꽃사이거니며몸과마음 힐링

무안연꽃축제는10만여평규모의회산백

련지에 펼쳐진 백련을 보며 힐링할 수 있

다

연꽃향기 찾아 떠나는 무안여행이라

는주제로겨울을느낄수있도록 얼음이

글루 얼음위에서활쏘기 구슬아이스

크림 만들기 아이스 리어카

아이스 맨 얼음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

시원하고재미있는프로그램을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13일에는회산백련지힐링

길을 알리고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전

국명품힐링길걷기대회를개최한다 건

강 교육 힐링이 함께하는 걷기라는 개념

으로 힐링걷기 및 가족 퀴즈걷기 내 고장

알기퀴즈쇼등의프로그램으로진행된다

15일에는 특설무대에서 무안을 대표할

만한요리를뽑는전국요리경연대회가열

린다관광객과전문심사위원단이지켜보

는 가운데 본선에 오른 지역 업소 10곳에

의해지역의맛으로탄생할예정이다

축제장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군은

축제기간 호담 항공우주 전시장 무안 생

태갯벌센터 등 관내 주요 관광지 시설을

무료로개방한다

황산대첩 재연하고 고랭지 농축산

물 홍보남원에서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즐겁게할 흥부골푸드축제와 고려말왜

구를대파한황산대첩을기리는 황산대첩

축제가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푸드 축제는

해발 500m 이상의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

산되는 남원 흑돼지와 포도사과 등 농

축산물의우수성을대내외에알리기위해

마련됐다

축제 둘째 날인 14일에는 1380년(고려

우왕 6년) 이성계 장군이 기도로 밝은 달

을 끌어올려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

고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인월(引月)이라

고 부르게 된 지명의 유래를기념하는 인

월제가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장항인

월시장 황산대첩비지인월시장 등 2개

코스둘레길걷기행사가진행된다

특히 15일 운봉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운봉읍민의날 행사와함께왜장아지발

도가 이끄는 왜군 20만명과 당당히 맞서

대승을 거둔 대첩을 재연하는 황산대첩

축제가펼쳐진다

이밖에도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광복

70주년특별이벤트로근대한복입어보기

와굴렁쇠놀이 윷놀이 팽이놀이 팔방놀

이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

한 1930년 시대극 공연과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군산 출신인 축구영웅 채금석 옹

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과 노래 공연

도무대에올려진다

한편 전남도가 주최하는 2개 모터사이

클대회가영암 F1 경주장에서열린다 모

터사이클오프로드챔피언십에는전국 30

개팀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2개 종목

(모터크로스엔듀로)에서기량을겨룬다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에는 총 5개 클래

스 100여 대의 모터사이클이 박진감 넘치

고스피드한장면을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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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정규섭기자 jgs@

볼거리즐길거리넘치네흥미진진여름이야기

여수국제범선축제 범선여수코리아나호 무안회산백련지

광복 70주년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전

남북 지역에서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잇따른다 여수에서는 국제 범선축제와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국제 청소년 축제

가 열리고 무안에서는 연꽃축제가 막을

올린다 또 남원에서는 흥부골 푸드축제

와 황산대첩 축제가 개최된다 광복 70년

을 맞아 진도와 군산 등지에서 다양한 관

련행사가이어진다

전남북지역8월 1316일주요축제행사일정

지역 행사명 기간 장소

여수

2015 여수국제범선축제 1217일 여수신항일원

제10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 131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2015 여수국제청소년축제 141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무안 제19회무안연꽃축제 1316일 무안회산백련지

해남 섬머캠핑페스티벌 1416일 해남오시아노

진도 제69회조도면민체육대회 1516일 진도조도초교

영암
도지사배모터사이클오프로드챔피언십 16일 영암F1경기장

KSBK 코리아슈퍼바이크챔피언십 16일 영암F1경기장

남원
제1회흥부골푸드축제 1316일 남원인월시장

제30회황산대첩축제 1416일 운봉지리산허브밸리

완주 제25회나라꽃무궁화전국축제 1416일 고산면무궁화테마식물원

군산
대한독립만세! 박물관에서모이자! 1416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청소년독도지킴이및항일음악회 15일 신흥동일본식가옥

2015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사흘간 세

계청소년의흥여수와만나다라는주제로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열린다지난해축제를즐기는모습 여수시제공

여수범선축제멋에취하고

무안연꽃축제향에취하고

남원푸드축제맛에취하고

해양스포츠제전캠핑축제등

주말휴일풍성한힐링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