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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불갑산 일대는 국내 최대 상사화(꽃무

릇)군락지로매년이맘때면상사화로붉은융

단이 깔린다 상사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

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불갑산의 대표적

명물이다

꽃이필때는잎이시들고잎이있을땐꽃이

없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화엽불상견花葉不

相見) 애절함과 그리움을 담고 있어 사랑의

꽃으로불린다

영광군은 이같은 생태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해빨간상사화가만개하는시기에맞춰 불갑

산상사화축제를매년열고있다올해는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로 불갑산을 수놓는 자연

의향연을만끽할수있다

불갑산 상사화로 붉게 물들다올해 17

회째를맞는축제는 상사화! 사랑애(愛) 담다

를 주제로 불갑산 일대에서 펼쳐진다 영광군

은 기존 3일간 치러졌던 축제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채워

여행객들의발길을붙든다는구상이다

특히 야간에도즐길수있도록 LED 조명을

밝히고 참사랑소원등(燈) 달기와 퍼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계획

이다

인도 공주와 백제 시대 경운 스님의 설화를

재현한 상사화야간퍼레이드는 놓쳐서는안

될대표적볼거리다 1517일엔 밤 9시 22

23일에는 8시부터 다양한 캐릭터들이 불갑사

해탈교일주문까지거닐며눈길을붙든다

상사화꽃말을담은설화의사연은이렇다

인도 공주가 유학 온 스님에게 마음을 뺏겼

으나사랑을나눌수없는사이라공부를마치

고 떠나는 스님에게 내세의 인연을 기약하는

증표로 참식나무를 줬다 스님은 고국에 돌아

와불갑사주위에이나무를심었고훗날자라

지금의숲을이뤘다고한다

상사화로 가득한 꽃길(18) 걷기와 참사

랑소원등달기 행사는꽃길을따라걸으며사

랑을약속하고소원을비는행사로가족연인

들이챙겨봐야할행사다

이외 어느 멋진날에를 비롯 각설이 연희

놀이 인형극 바다의 모험 천년의 북소리

전국다문화모국춤페스티벌 상사화전통혼

례 소원성취사랑의연줄드리우기등다양한

프로그램이이어진다

김준성영광군수는 국내대표적가을축제

답게가족연인등관광객들을위해풍성한볼

거리 즐길거리먹거리등을갖췄다면서 즐

거운추억을담아갈수있는행사가되도록최

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불갑사사계절 매력 가득불갑사는 법

성포를 통해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

라난타존자가최초로세운절로알려져있다

불갑사 주변은 식생이 풍부해 매년 볼거리

로가득하다

봄이면 불갑사 주변은 벚꽃길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여름에는 붉은 꽃잎 휘날리는배롱

나무꽃길이펼쳐진다

가을에는 상사화와 단풍으로 붉은 융단이

깔리고 겨울에는 꽃이 진 후 피어난 푸릇푸릇

한상사화잎과하얀눈이대비를이루며독특

한풍경을만들어낸다 불갑사주변에피는상

사화중 진노랑상사화는멸종위기야생식물(2

급)이기도하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16001700 잉카안데스음악연주 행사장주무대

17001800 영광주민자치센터전통음
악공연



18001810 염산난타공연 

18101940 영광문화예술단공연 

19401950 대마라인댄스공연 

19502020 영광문화예술단공연 

919(화)

15001700 댄스동아리포커스
공연학생동아리공연

행사장주무대

17001800 글로리예술봉사단
공연(국악 통기타)



18001900 영광여성단체협의회
공연(합창 모듬북)



19102030 지역가수공연 

920(수)

10001700
수은강항선생
학술세미나

내산서원일원

15001600 직장인YG밴드공연 행사장주무대

16001700 잉카안데스음악연주 

17001800 여성단체합창단공연 

18302000 퓨전국악팀(악녀)공연 

921(목)

10001100 우도농악공연 행사장주무대

15001600
댄스동아리포커스
공연학생동아리공연



16301800 바다의모험(인형극) 

18001810 글로리난타 

18102000 지역가수페스티벌 

20002030 야간퍼레이드 행사장주변

922(금)

14001600
상사화결혼식
(전통혼인식)

행사장주무대

16001700 가족오케스트라공연 

18002000 상사화커플가요제 

20002030
상사화참사랑
야간퍼레이드

행사장주변

923(토)

15001600
천년의북소리
(전남도립국악단)

행사장주무대

16001630 폐막식 

924(일)

신록단풍잇는황홀한가교

소원등달고문화공연보고

야간퍼레이드 놓치면후회

애절한 붉은연가축제로꽃피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10001700 상사화예술제 행사장일원

10001100 사랑의연줄
드리우기

삼정자주차장

15001800 어느멋진날에리허설 행사장주무대

16301730 꽃길걷기 행사장일원

17001730 모둠북공연 행사장주무대

17301830 상사화삼도사물 

18301900 개막식 

19002100 어느멋진날에 

21002130 야간퍼레이드 행사장주변

915(금)

14001530 전통혼인식 행사장주변

15301630 어화둥둥내사랑이야!(예
술봉사단한울)



16301730 영광생활음악협회
오케스트라공연



17301830
영광평생교육팀
전통무용사물놀이



19002100 전국다문화모국춤 

21002130 야간퍼레이드 행사장주변

916(토)

14001500 태권도시범단공연 행사장주무대

15001700 어린이가요제 

17001800 각설이연희놀이리허설 

19002100 품바허고들어간다!
(각설이연희놀이뮤지컬)



21002130 야간퍼레이드 행사장주변

917(일)

11001200 농악시연공연 행사장주무대

12001700 읍면농악경연대회 

19002100 공옥진창무극 

918(월)

1524일 불갑산 상사화 축제

불갑사전경

2015년상사화사진전최우수상

상사화결혼식

셔틀버스 (제1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