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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2729일열리는항구축제와

관련 많은지역민들이항구

도시 목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다양한볼거리와즐길

거리를마련했다고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축제의 컨

셉을 파시와 추억으로 잡

고펄떡이는항구도시목포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는데초점을맞췄다 축제개최시기도바꿨다

그는 풍요롭고북적이던항구도시목포의모습을보여주고

바다위에서펼쳐진어시장 파시를강조해볼거리를제공하기

위해축제개최시기를여름에서가을로변경했다고말했다

그는 또 파시를 강조하기 위해 전통파시와 근대 파시로 나

눠파시를체험할수있는공간을대폭늘렸다면서어물전난

장과안강망배위에서펼쳐지는선상경매도항구의북적임을

느낄수있는행사라고귀뜸했다

박 시장은 주 무대를 서부항운노조 앞 주차장에 꾸미고 중

앙공원 경매프린지 홍어광장프린지 난영프린지 등 4곳에 무

대를 분산 설치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난영 공원일대에복고풍거리를조성하고삼학

수로를이용한경연체험행사를마련하는한편목포항일대에

도 소원 물고기 등(燈)을 달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도록 했

다는것이다

한편 목포시는이번축제를위해보해와하이트진로의협조

를받아소주맥주병(각 3만병)에항구축제홍보문구를붙이고

포스터 3000장을전국유명맛집에부착하는등관광객유치에

나섰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신명나는파시한판입과눈이즐거운가을항구

축제가어울리는계절 가을이다 이 맘때목포로가면왁자

지껄한 항구 분위기에 취하며 서해 바다의 별미(別味)를 맛볼

수있다

목포시가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사흘간 신명나는파시한

판!이라는주제로 목포항구축제를여는이유다 목포항과삼

학도 중앙공원을 돌며 사람 냄새 나는 항구의 풍경을 만나고

싱싱한회 해산물을먹다보면가을의추억을쌓아갈수있다

목포항을 따라 수산물 파시촌이 줄지어 늘어서고 평화광장

앞바다가수십척의갈치잡이배들이내건집어등으로밤을환

히 밝혔다 삼학도 중앙공원에는 가을 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

록마련한행사가 60개가넘는다 축제기간 펄떡이는항구를

느낄수있는목포시추천 7개프로그램을소개한다

입이 즐거운어생(魚生) 그랜드 세일은 제철 해산물을

즐길수있는행사로 전통파시프로그램중의하나다 목포수

산물 브랜드인 어생의 싱싱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구입할수있다

입이 즐거워지려면 축제 기간 최고최저이벤트 경매 등

으로나눠 11차례진행되는경매시간을미리알아두는것은기

본이다

삼학도 요트 마리나 앞에 조성되는 남진야시장과 남행열차

포차는싱싱한제철해산물등항구의다양한 맛을즐길수있

는공간이다

눈이 즐거운시민 주도형 스토리텔링 길놀이로 풍어를

상징하는 만선기의 5가지 색을 주제로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주 무대까지 16 구간에서 펼쳐지는 오채(五彩) 길놀이가

눈길을끈다황청백적흑색등의그룹으로나눠펼쳐지는

시민화합과목포항의발전을기원하는퍼포먼스다

목포가요제를 비롯해 바다콘서트 항구음악회는 축제 분위

기를무르익게하는행사다남진을비롯태진아송대관등대

형가수가총출동한다 시립예술단체아트페어 다문화가족의

전통춤과 노래 관람객이 즉석 참여하는 선창 콩쿨대회 동춘

서커스공연등도눈이즐거운행사로꼽힌다

북적이는 항구를 느끼려면목포 근해 안강망 선주협회

와소형안강망선주협회는어선 20여척에만선기를달고펄떡

이는 항구 모습을 되살린다 야간에도 집어등으로 밤 바다를

밝혀북적이는항구의풍경을만들어낸다는계획이다

배위에서이뤄지는안강망선주협회와목포수협의 선상어

물전 경매와 중매인 체험도 바닷가 항구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행사다

삼학수로 체험하려면삼학수로 올림픽은 삼학도 수로

를 따라 펼쳐지는 행사로 전통 한선 노젓기 경연대회가 마련

됐다

전통한선노젓기대회는조선명인조일옥선생이보유한한

선 2척을이용해목포시관내 23개동주민이참여한가운데중

삼학도수로에서펼쳐진다카누카약경기도진행된다

삼학도카약체험장일원에서열리는낚시대회는일반인들

이참여할수있다

추억의 목포 선창을 체험하려면197080년대 목포의

옛정취를느낄수있는 DJ 음악다방 난영사진관 미용실솜

사탕과 달고나 삼학분교 교실 평화상회(점빵) 만화방 오락

실등조성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40대만해도조선 3대항구

로꼽혔던흔적도살펴볼수있다 시민들의열망을담은소원

물고기등(燈)을 배경으로한목포항은추억을쌓아갈수있는

사진촬영명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주 무대까지 16 구간에서 펼쳐질

풍어파시길놀이한마당모습

남진야시장전경

바다 위파시서별미즐기고

펄떡이는목포맘껏느끼세요

박홍률 목포시장

2729일

어생 그랜드세일 저렴하게구입

제철해산물등다양하게맛보고

길놀이항구음악회서커스공연

1970년대 목포선창옛정취가득

시민들의열망을담은소원물고기등터널 항구축제의대표프로그램인파시모습

목포시 추천 7개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