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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한바퀴추억한가득오감만족낭만에빠져든다

백운동정원

월출산에 있는 백운동(白雲洞)정원은 담

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

대 정원으로 꼽힌다 조선중기 선비들의

은거문화를알려주는중요문화유산으로

다산선생도아름다운경치에반했다고한

다

전라병영성및하멜기념관

조선시대전라도와제주도를포함한육군

총지휘본부가 있고 그 옆에 우리나라를

서양에최초로알린핸드릭하멜을기리는

하멜기념관이있다

V랜드와초당림

강진 남성리 고성골 보은산 V랜드는 물

놀이장 주변에 숲 탐방로 등이 조성돼 있

고 고성사와 영랑생가 등 문화재도 접해

있는힐링공간이자종합휴양지다 칠량면

명주리에있는초당림은총 960규모로

백제약품설립자인김기운회장이 50여년

간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 숲으로 최근

일부개방됐다

강진오감통

3M(Music음악 Meal음식 Market

시장)이 어우러진 강진 오감통은 음악창

작소와 먹을거리 장터 한정식 체험관을

갖춘문화복합공간이다

한국민화뮤지엄

선조의 꿈과 소망을 만나는 민화의 세계

를 경험할 수 있다 4D 민화라이더 등 각

종체험거리는물론성인을위한 19금 춘

화전시실도있다

가고싶은섬가우도

출렁다리로육지와연결된가우도는산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트레킹 명

소다 가족과 연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

담없이걸을수있는힐링공간이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전남대표미항인마량항은매주토요일이

면 3최(최고신선최고품질최고저렴) 3

무(수입산 NO 비브리오 NO 바가지 요

금 NO)를 앞세워 꼭 한번 방문해야할 관

광명소가됐다

올해가장뜨는강진명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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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답사 1번지로 통하는 강진군이 전

남을넘어 전국을대표하는 감성 문화관광

1번지로급부상하고있다

민선 6기 들어 머무르는강진관광을 목

표로 강진 오감통과 마량놀토 수산시장 감

성여행 FUSO체험 초록믿음 직거래 등 4

대신(新)관광프로젝트를내세운것이빛을

발하고있는것이다

강진군은특히기초자치단체로는전국최

초로 올해를 마케팅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진을 대표하는 다산초당 영랑생가 고려

청자박물관 한정식 등을 기본으로 가고싶

은 섬 가우도와 백운동 정원 한국민화뮤지

엄 V랜드 초당림등새로운관광지를전국

에알리는데주력하고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미항 마량항을 토요

일 수산시장으로 변모시킨 마량놀토수산시

장은 지난 5월 개장 이후무려 12만명이다

녀가면서 매출액만 10억원이 넘어섰다 농

가에서하룻밤을머물며시골할머니의따뜻

한 정을 느껴보는 신 농촌체험인 FUSO

(Feeling up Stress off)체험은 전국에서

참여문의가줄을잇고있다

강진관광이새트렌드로떠오르면서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강진명소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도전남에서유일하게매회

매진을기록하는등인기상품으로자리잡았

다 강진관광산업의 숨은 저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강진군은 관광산업을미래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만드는데도힘을쏟고있다

강진군은특히관광과전통시장음악

음식을 결합한 강진 오감통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된 오감통은

녹음시설과 공연장 게스트 하우스 등을 갖

춘문화복합공간으로 각종 공연등을통해

재래시장으로관광객을끌어들이고이를지

역민의소득상승으로연계하는역할을맡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미래관광은 단순한

구경에서 그치지 않고 방문지역의 독특한

문화를체험하고문화를쇼핑하는감성여행

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진

군은 이 같은 신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모든 것을 마케팅화해 지

역민의소득창출로이어지는관광산업의선

순환구조를만들어내는데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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