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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23개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61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

다 또 축제를 통한 경제효과도 3836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

속 이명수 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전남지역 23개 대표 축제를 다녀간 관람객

은 610만305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1시군 1 대표 축제로 치러진

23개 행사를 통해 얻은 경제효과를 3836

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3개 축제 개

최비용만 151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광양 매화축제(3월

1827일)를 시작으로 구례 산수유축제(3

월 1927일) 영암 왕인문화축제(4월 7

10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4월 710

일) 신안튤립축제(4월 817일) 고흥 우

주항공축제(7월 298월 2일) 나주 마한

문화축제(10월 2830일) 등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던 축제는 구례

산수유축제로 9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

타났다 구례군은 산수유축제에 4억2000

만원을 들여 241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 매화축제는 하루 짧은 축제 기간(3

월 1827일)에도 85만명이 찾아 두 번째

로 관람객이 많았다 매화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3억1500만원이지만 경제효과는

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안튤립축제는 축제 기간(4월 817

일) 3만5206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23

개 축제 중 관람객이 가장 적었다

나주 마한문화축제의 경우 1억5000만

원을 들여 치러졌지만 경제효과는 5억원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한축제의

경제효과는 23개 축제 중 가장 낮은 것으

로 조사됐다

장흥 정남진물축제는 개최 비용으로만

14억4400만원을 들여 23개 축제 중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관람객 수(33만

4900명) 경제효과(216억) 등은 3억1500만

원의 비용으로 치러진 광양 매화축제에

못 미쳤다

전남도가 진행하는 명량대첩축제(9월

24일)는 13억원을 투입 145억원의 경

제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명량대첩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22만9652명으로 나

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지역축제 경제 파급 효과 톡톡

개최시기
개최비용

(백만원)
방문관광객수

경제효과

(억원)

151927 6110305 3836

924 1300 229652 145

102123 8487 170000 695

72982 820 59800 242

568 9075 335000 66

924 450 260000 52

31827 315 850000 567

102830 150 50000 5

538 666 487714 216

52029 300 233261 105

31927 420 900000 241

72982 300 66992 53

548 627 316145 216

102730 850 108745 47

72984 1444 334900 310

73087 1354 337253 212

4710 950 210550 78

81215 465 185400 96

42958 900 294841 107

916918 3055 270100 163

557 280 100000 60

548 740 144000 50

4710 710 120746 92

4817 90 35206 18

전남지역축제관광객경제효과현황

축제명

계

명량대첩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광양매화축제

나주마한문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구례산수유꽃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장흥정남진물축제

강진청자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나비대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장성홍길동축제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신안튤립축제

방문관광객수및경제효과는각축제평가보고서에근거함 <전남도제공>

지난해 23개대표축제 610만명방문경제효과 3836억원

구례산수유축제가장많은 90만명 방문241억원 효과

道 명량대첩축제 13억원 투입 145억원 경제효과얻어

전남도는 추석 황금 연휴 10일동안 전남

을 찾은 관광객 수가 282만명이었던 것으

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 82만3000

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243% 늘어난

규모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정원에 63만

1000명 여수 오동도 등에 30만6000명 곡

성 기차마을에 7만4000명 강진 가우도에

5만5000명 담양 죽녹원에 3만9000명이

다녀갔다

연휴기간 개최됐던 곡성 심청축제 영광

노을축제를 비롯한 25개의 다채로운 축제

및 문화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

또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

퀴는 연휴 기간 엄선된 코스를 운행한 결

과 평상시(32명)보다 많은 1대당 36명이

탑승했다 대만 관광객 300여명도 무안공

항을 통해 전세기로 전남을 방문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 기간을 대비해 무료

관광지 확대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서울

시청나주 혁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친절하고 따

뜻한 전남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

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13일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막하는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

날레와 20일 강진에서 개막하는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등 대규모 행사와 3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축제붉게 물든단풍을 찾

아 남도의 가을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일간의추석연휴전남관광지 북적

道 282만명 집계

구례산수유축제

깊어가는 가을 숲에서 곤충잠자

리잡기 등 다양한 체험즐기세요

10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입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서 진행되는 숲체험숲해설 프로그램

이 인기다

올상반기 88개 기관에서 1700여명이

숲해설 교육을 받았다 또 여름방학 기

간에는 가족단위 공예체험신설로꽃누

르미를 이용해 주차번호판 컵받침대

휴대폰 케이스 등을 만드는 체험이 인

기몰이를 했다

하반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을숲

에서잠자리채와 관찰통을 가지고참여

하는곤충잡기숲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중학교 자유학

기제와 연계해 숲해설가 직업체험 다

양한 체험 활동 위주의 숲해설 프로그

램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일반인숲해설 프로그램은 가족과함

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메타

세쿼이아 길에서 가을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수시로

받고있다

오송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다

양한 계층연령대별 맞춤형 숲체험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

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내년 5월 치

유의 숲 개장과 함께 직장인장애인

어린이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

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예정이다

문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생산소득팀

0613384232 박정욱기자 jwpark@

가을이내려앉은행복숲체험즐기세요

잠자리잡기등프로그램다양

싸움소들의 한판 대결을 볼 수 있는

기회가생겼다

제 21회 정읍 민속소싸움대회가 오

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정읍시 동

학혁명기념관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대백두(851kg 이상) 소백두

(771850kg) 대한강(726770kg)

소한강(671725kg) 대태백(636

670Kg) 소태백(600635kg) 등 6개

체급으로 진행된다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

승 소에게는 최고 600만원의 상금이 주

어진다

행사장에서는 정읍의 특산품인 단

풍미인 한우 등을 시식할 수있는 행사

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읍축산

물축제도 열린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싸움소들의한판대결정읍소싸움대회 26일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