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제20602호�� 고흥구례곡성보성
������
전남

날씨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여행하

기 제격인 가을 전남 자치단체가 가을여

행주간(10월21일11월5일)을 맞아 다양

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 관광객들을 유

혹하고있다

고흥 해창만 캠핑페스티벌고흥군

이오는 21일여는 제 3회고흥해창만캠

핑페스티벌은 답답한도시를 잠시벗어

나 온 가족이 짙은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있는행사다 탁 트인 벌판에서밤하늘

가득 펼쳐지는 별을 보는 동안만큼은 일

상의 스트레스 대신 추억의 낭만이 피어

난다

치킨과 함께하는 맥주파티에 DJ와 함

께하는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댄스

파티 등도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행사로

꼽힌다

곡성 섬진강태안사 가을정취를

곡성은 오색 단풍과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곡성 한바퀴  야무진 가을여행 상

품을마련 여행객들을손짓하고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중심으로단풍이곧

절정인태안사를둘러보는여행상품은오

는 21일과 11월 11일 18일 3회 운영된다

산속사찰들만큼단풍에어울리는그림이

또 있을까 고찰(古刹)과 어울려 물든 단

풍 눈감고셔터를눌러도그림이나온다

독도사진전문가(김중권작가)의 사진찍기

강좌도곁들여진다 1인당체험비 3만원으

로가을풍경가득한곡성을느낄수있다

는게곡성군설명이다

주민이운영하는지역고유의특색을지

닌관광사업체인관광두레(섬진강두꺼비)

가 가을철 식재료(토란)를 이용해 다양한

먹거리를즐길수있는진짜여행상품 여

행자의 식탁도 운영된다 토란밭을 둘러

보고 토란밥상 시식체험 도림사 목화밭

견학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21일 28일

11월 4일운영된다

보성 벌교꼬막 즐기며 문학여행을

태백산맥에서 간간하고 졸깃졸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비릿하기도 한 이라고

표현한 꼬막을 제대로즐기고싶다면 제

16회벌교꼬막축제를놓쳐서는안된다

보성군은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벌교

읍천변일대와진석리갯벌체험장주변에

서축제를연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전국적으

로유명해지면서문학기행등벌교를찾은

관광객에게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로

자리매김했다

보성군이다음달 16일까지진행하는페

이스북이벤트는축제를즐기며덤으로경

품을받을수있는기회다

보성군청페이스북에접속해 좋아요

를 클릭한 뒤 퀴즈 3문항을 풀고 댓글을

달아 공유하면 된다 참여자 중 251명을

선정 녹차미인보성쌀(10) 블렌딩티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나눠준

다

구례 화려한 삼홍(三紅)을 즐겨라

구례군이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구례군

토지면직전마을및피아골일대에서여는

제 41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는 가을

단풍을만끽할기회다

구례 피아골 단풍은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볼거리다 날짜를잘맞추면산이붉

어서산홍(山紅)붉은산그림자가물에비

쳐수홍(水紅) 단풍 관광객들의얼굴마저

붉다며 인홍(人紅)이라는 삼홍(三紅)의

화려함을만끽할수있다

단풍나무를 비롯 생강나무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굴참나무 등 울창하고 종수

도다양하다연곡사에서삼홍소에이르는

왕복 5관찰로를가볍게걷는것만으로

가을을맘껏즐길수있다

구례군은앞서중소벤처기업부와의협업

프로그램으로오는 28일까지 5일시장에서

가을맞이알뜰장보기및경품행사를 진

행하고감수확기를맞아구례감직거래장

터도운영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구례이진택기자 ljt@

해창만캠핑페스티벌즐겨볼까피아골단풍여행떠나볼까

고흥군이오는 31일개관하는고흥분청

문화박물관사진 활성화에 공을 기울이

고있다

고흥군은 최근 CJ CGV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인지도 향상과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

기로 했다 또 연간 50만 명이 찾는 순천

CGV영화관로비유휴공간을고흥분청문

화박물관홍보관으로활용하기로했다

업무제휴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우주

천문과학관우주발사전망대관람객은 순

천 CGV영화관 티켓 현장발권 시 입장료

3000원을할인받을수있다순천 CGV영

화관 관람객도 분청문화박물관 등 3개 시

설물입장료 50%를할인받는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관계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겠다고말했다 한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역사문화실분청사기

실설화문학실등 3개상설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아시아도자실등 2개 전시실을 갖

추고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고흥해창만캠핑장 곡성태안사가을전경 구례피아골단풍

전남지자체여행주간맞아

다양한여행프로그램마련

곡성태안사여행상품운영

보성군 2729일 꼬막축제

31일 개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홍보총력

보성 초암정원이전남도민간정원제3

호로등록됐다

15일보성군에따르면보성군득량면오

봉리초암마을에있는초암정원은김재기

(78)씨 개인 소유정원으로 4만7000산

림과 농경지에 구실잣밤나무 참가시나

무 목서 애기동백 편백 대나무 등 다양

한난대수종으로조성됐다

개인정원이지만누구에게나개방돼있

으며 계단이 없는 완만한 잔디와 흙길로

이루어져 어린이 노약자들도 편안하게

둘러볼수있다

정원상단에오르면탁트인예당평야와

득량만 오봉산을조망할수있다

보성군은 초암정원과 전통한옥의 아름

다움이고스란히남아있는강골한옥마을

을 연계한 23의 숲길을 개설하는 계획

도추진키로했다

초암정원인근예당평야와득량만일대

에전망대를설치하고난대수종과야생화

를심는 난대숲조성사업도진행초암정

원 주변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

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숨어있는 민

간정원을 발굴 전통과 현대를 융복합한

정원으로육성하겠다고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곡성군은 16일 오전 군청 대통

마루에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를열고정책사업 추진상황등을

점검한다

곡성군은 이날 군수 공약사업

을비롯올해추진중인정책사업

과총사업비 1억원이상인민간자

본보조사업 3억원이상인시설공

사 읍면 소규모 주요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살펴

본다

애초 계획 대비 사업진척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등도논의될 것으로 알

려졌다

곡성군은 보고회 결과를 종합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

할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현안사업보고회

공약사업추진상황점검

보성 초암정원전남도민간정원제3호 등록

전남도민간정원으로등록된보성초암정원전경 보성군제공

난대숲조성사업등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