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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강진여행의첫마중물강진시티투

어 오감통통은 2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1월까지 계속 강진 전역을 누빈

다

지난해매회매진을기록해강진여행의

새로운 길을연버스 오감통통은 여행자

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난해 매주

토요일만운행하던것을올해는토요일청

자코스 일요일 다산코스 두 개로 나눠 진

행한다

청자코스주요일정은광주유스퀘어를

출발해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마량놀

토수산시장 고려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

지엄등이다

다산코스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해

국보를 품고 있는 무위사 백운동 별서정

원 영랑생가 시문학파기념관 강진읍내

오감통다산초당등을체험하는일정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

도는 두 코스 공통분모다 그만큼 향기나

는섬으로서 함께해길을걸으며쉼과여

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배려했다

오감통통 탑승비용은 14세 이상 8000원

14세 미만은 5000원이다 1회당 접수마감

인원은 42명으로선착순이다

코스 진행중유료관광지인청자박물관

민화뮤지엄 다산기념관은 일반 관광객

관람료의 절반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오감통통은여행자들의기쁨을더해주기

위해이벤트도마련했다

2016년 오픈기념으로 26일과 27일탑승

료를 50%할인한다

강진장날인4일과 9일에탑승하는여행

자에게는 장바구니를 선물로 주고 3일과

8일이 장날인 강진 병영면을 방문했을 때

도역시같은선물을증정한다

매월 마지막 주 데이이벤트는 전남도

주관 남도 한바퀴 탑승객 가운데 일부를

추첨해 강진오감통통 상품권을 지급한

다

이밖에 4월중에는 세안 후 사용할 쿨타

월 여름철인 7월에는 접이식 부채 추위

가닥치는 11월에는핫팩등을나눠줘강

진의정을보탠다

강진시티투어오감통통에대한자세한사

항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9)

으로문의하면된다

국도 23호선인강진읍을지나마량항으

로가는길은즐겁다 야트막한구릉을왼

쪽 어깨에 끼고 오른편 너머로 잔잔하게

흩어지는물결을바라보는것만으로미소

가 절로 피어난다 지난해 18만여명이 다

녀간마량놀토수산시장은 26일 남해안최

고의멋진장을펼친다

신뢰 친절 청결을 바탕에 두고 준비에

한창인상인의손길과이들을뒷받침하는

군청과면사무소직원들의마음도설렘으

로가득하다

개장 첫날엔 아예 원가로 판매해 찾아

오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번 참에는 신토불이

가수 배일호와 로맨스 사랑으로 인기를

끌고있는강민주도초대했다

주차문제해결을위해놀토수산시장뒤

편에 주차장 70면을 새로 조성했으며 쾌

적하고 청결한 이동식 화장실 2개를 마련

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전국최고의청정해역인마량항의깨

끗한 바다와 풍부한 수산물 해산물이 풍

부했기에 가능했다 올해 역시 최고 품질

최고 신선 최고저렴을내건 3최 먹을거

리와 토요음악회의 신나는 무대 남해 최

고의연안풍경을선보일예정이다여기에

다 바가지와 수입산 비브리오 패혈증이

없는 3무로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만의

특색을맘껏보여줄작정이다

마량놀토수산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산

물들은강진청정해역에서잡아강진군수

협이 당일 위판한 것으로 신뢰 확보는 물

론 시중가보다 30% 저렴하다 매주 토요

일열리는음악회의노랫소리를들으며회

뜨기쇼와 가족체험 낚시 해양레포츠 마

술공연등을즐기고오감행복회와된장물

회삼합라면 소낙비 장어탕등 5대 요리

를먹으면어떨까 여기에전복과낙지 바

지락 꼬막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장바구

니에 가득 담으면 금상첨화다 이 밖에도

강진에서생산되는농특산물역시저렴한

가격에구입할수있다

갯바람이귓불을간지럽히고막뜬횟감

을젓가락으로집어올릴때바로그때노

랫가락이흐르는곳 강진마량놀토수산시

장이답이다

/강진=남철희기자choul@

오감만족봄나들이 강진이부른다

겨우내움츠렸던어깨를펴고봄나들이여행을하기에제

격이다 요즘맛과멋 즐거움이있는그곳 감성여행 1번지

강진으로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일 매

진사례를기록한강진시티투어버스 오감통통을 타고강

진의속살을들여다보는것을추천한다

여기에남해안최고의신선하고저렴한수산물의보고강

진마량놀토수산시장부터음악과음식 읍내시장이어울려

강진을찾는이들이반드시방문하는오감통까지

남도답사 1번지를넘어감성과정이묻어나는감성여행 1

번지강진에서올봄을느껴보자

가우도출렁다리

투어버스 오감통통 청자코스다산코스골라서탄다

11월까지매주토일요일운행강진속살깊숙히누벼

청자박물관다산초당들르고가우도걸으며여유만끽

마량놀토수산시장회뜨기쇼

토요음악회들으며청정해역수산물먹으니미소가절로

회뜨기쇼가족체험낚시해양레포츠등즐길거리도넘쳐

다산초당

시티투어 오감통통 출발

마량놀토수산시장도개장

마량놀토수산시장서갯바람쐬고신선한횟감맛보고

마량놀토수산시장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