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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국악강좌 국악아 방

학을부탁해 프로그램을운영한다

청소년들이국악을쉽고재미있게느

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몸으로 하는 난

타와전래놀이를주로가르친다

포구락놀이 땅따먹기 칠교놀이 버

나돌리기 긴줄넘기놀이등의전래놀

이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쉽게

즐길수있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

까지받는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생 40명이다 수

강료는 1만원 문의는민속국악원장악

과(0636202319)

남원백선기자bs8787@

방학에난타전래놀이배워요

국립민속국악원여름방학국악강좌운영

고창군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선운

산유스호스텔사진에 대한 리모델링

을거쳐여름손님맞이에들어갔다

고창군은최근 16억원을들여선운산

유스호스텔 본관과 별관(가족실)에 대

한 대대적 리모델링과 객실 개별난방

교체공사를완료했다

또 최근 이용객들의 선호도를 반영

객실마다무선인터넷을설치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310명을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3개(본관 32개

가족실 21개)와세미나실등을갖췄다

고창군은기능보강사업을추진 청소

년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시설로 만

들어나가겠다는방침이다

고창박형진기자phj@kwangjucokr

올여름가족휴가선운산유스호스텔로오세요

16억 들여리모델링완료

고창군이 최근 저출산 극복과 가정

내 양성평등 확산을 취지로 마련한 제

2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 대

상 수상자 김남호씨가 처음 염전을 찾

은 아이에게 소금을 맛보는 순간을 포

착했다

고창군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순간 아빠와의특별하고감동적

인 순간 언니오빠와 함께 하는 행복

한순간 등 3개부문에응모한 143점을

평가 수상작을선정했다

고창박형진기자phj@

고창군 아빠하고나하고사진공모전 개최

대상에김남호씨

엄마어빠어릴적놀이즐기고얘기도

듣고전남 농어촌마을에서 여름휴가 보

내세요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정부

캠페인에맞춰농도(農道) 전남의농어촌관

광휴양지들이손님맞이채비에분주하다

17일전남도에따르면전남지역농촌체

험마을 134곳 농가 민박 3451곳 관광농

원 72곳 휴양단지 3곳 등 모두 3660곳의

관광휴양자원이운영되고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관광시설 사업장

과 시설 종사자 교육 위생 점검 물놀이

시설안전요원배치등준비를마쳤다 마

을에서는길청소 영농폐기물수거등손

님맞이채비를하고있다

여수 사곡마을 순천 용오름마을 나주

문평명하쪽빛마을 완도 청산도느림보마

을 등은 매년 도시민들이 즐겨찾는 체험

마을이다

이곳체험마을은농어가에서숙박하며

맨손고기잡이바지락다슬기잡기천연

염색 떡메치기 등 물놀이와 함께 체험활

동을할수있다 또갯벌체험 청자체험

영랑시인감성학교 다산유배체험등감

성프로그램도마련돼있다

전국농촌관광대표체험프로그램으로

선정된강진푸소(FUSO) 체험은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좋다 FUSO는 필

링 업(FeelingUp) 스트레스 오프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날린다는뜻이다

전남도는농촌여행온라인예약결재서

비스를시행하고농촌체험마을에서신용

카드포인트도사용할수있도록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올여름휴가는전남농촌에서멋진추억

을 쌓고 도농간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농촌의 자연

환경과전통문화 지역축제관광농원 체

험및숙박시설식당등시설을활용해마

을을 찾는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을 제

공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

을올리는윈윈프로그램이다

문의 전남도 농업정책과 061286

6243 사단법인 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

의회0707722247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남대정상화방안이다시표류할가능

성이커지면서교육부결단을촉구하는전

북지역움직임이일고있다

서남대정상화촉구전북범도민추진위

원회는 17일 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남원시민 대다수는 서울시립대의 서남

대 정상화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만큼교육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

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

화계획에는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은물

론 농생명생태환경산림천연물 소재

치유학과 신설을 통한 농과대학 특성화

등을 담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보탬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

이들은 또 서남대 문제는대학의문제

를넘어전북과지리산권의균형발전을위

한 출발점인 만큼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가 강력한 의지로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

에지정되고설립자가교비330억원을횡령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정 상황

이악화해폐교위기에놓였다현재서남대

를인수할재정기여자로서울시립대와삼육

대가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두 대학의 재정

기여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해두차례보

완을요구해인수자결정이늦어지고있다

앞서정상화를위해명지의료재단과예

수병원유지재단을인수기관으로추천했

으나교육부가 정상화계획서가부실하다

며 수용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관련 절차

를밟았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교육부 서울시립대의서남대정상화방안수용하라

전북범도민추진위주장

남원을비롯한전북지역가야유적의독

창성을반영한 체계적인연구와발굴작업

등이이뤄질전망이다

전북도는 17일 가야 관련 연구복원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가협의

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가야 연구 관

련교수및전문가 가야유적과관련있는

남원장수완주진안무주임실 등 6개

지자체 담당 부서가 참여 전북만의 특성

화된전략과제에대해논의했다

도는지난달문재인대통령이가야사연

구와복원이영호남의벽을허물수있는

좋은사업이라며국정과제로추진할것을

지시한 이후 가야사 연구복원 기본계획

용역과 발굴조사비 등 3억원여원을 추경

에반영했다 남원백선기자bs8787@

전북가야유적연구복원

도 전문가 TF 구성

전주시청노송광장이도심속가족캠핑장으로바뀌었다 30팀가족 120여명은 15일부

터노송광장에텐트를치고 1박 2일 일정으로도심에서특별한하루를보냈다 전주시

는캠핑장에서세계최초로개발한드론축구를시연하는가하면버스킹공연인형극등의프로그램을제공했다 전주시제공

전주시청노송광장가족캠핑장

농어촌체험마을에서여름휴가보내세요

전남도 134곳 운영안전요원배치등손님맞이분주

천연염색갯벌체험다산유배체험등프로그램다양 여수 갯벌노을마을 0616918777 맨손고기잡기등수학여행최적의코스

순천 순천용오름마을 0617542416 두부체험등물놀이하기좋은계곡

나주 문평명하쪽빛마을 01076185803 인간문화재와함께천연염색하는마을

광양
도선국사마을 01050065158 옥룡사지 7천그루동백숲등

달빛무월마을 01062501607 한옥마을에서의특별한숙박

담양 담양도래수마을 0613830694 깻잎김치담기체험대나무물총놀이

곡성 가정마을 0613631637 레프팅 다슬기잡기체험과섬진강숙박

구례 오미마을 0617815225 대한민국 3대명당운조루

고흥
명천체험마을 01067906227 해조류표본만들기갯바위낚시

신기거북이마을 07077681545 뻘배타기 물로켓발사체험

강진 녹향월촌권역 0614323535 녹차밭체험

신안 압해도용마을 01090014904 소금족욕 내배나무갖기

진도 의신사천마을 01066081151 운림산방

완도 울모래마을 0615530304 비파힐링체험

장성 별내리마을 01096296486 천문관측체험에코숲체험

시군 마을명 연락처 체험내용

전남체험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