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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무대벽을 허물었다

영호남 상생장터 80여 부스 청정농산물 한가득

품질좋은 특산물 저렴 입소문부스마다 북적

감성콘서트청소년 페스티벌100인 합창 등도

상생장터 홍보관 둘러보며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주요 인사들

이 상생장터 홍보관을 돌아보고 있다

개막 축하공연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 의 개막을 축하하는

무대를 선보인 그룹 비스타 이번 행사에서는 영

호남 감성콘서트 청소년 페스티벌 영호남 생활

예술인 공연 레크리에이션 한마당 농특산물 천

원경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100인의 하모니
지난 1일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 행

사가 열린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무대에서

100인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 날 합창을

시작으로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대축전의 성공

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고산농악보

존회 길놀이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행사 즐기는 시민들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 행사장을 찾은 시민

들이 개막식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농가들이 올 한해 정성껏 기른 청정 농수

특산물이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다채로운 무대공연은 지역

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린 대구시 수성못 상화

동산 특설행사장 일대 2017 영호남 상생장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

졌다

대구경북지역 29개 광주전남지역 30개 등 총 79개 영호남 농수특산물 부스는 열기

로 가득했다 농수특산물의 품질과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

매한다는 입소문이 한몫을 한 것이다 브랜드 사과 스마플을 판매하는 대구경북금능농협

부스 앞에는 첫날부터 구매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구 수성구의 포도와 아로니아 가공식품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영광 모싯잎 송편과 보성 녹차 영암 무화과 등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거리 시식시음 코너는 전라도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댔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영호남의 생활예술과 청소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공연

도 펼쳐졌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포크가수들이 펼치는 영호남 감성콘서트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청소년 페스티벌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의 무대를 선보인

영호남 생활예술인 공연 등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이밖에 팔씨름 대회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영호남 REC한마당과

특산물 천원경매코너도 마련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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