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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추억낭만가득강진의가을유혹

갈대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고 큰 고니들이 쉼

없는날갯짓으로집단군무를펼친다 황금빛들녘 발갛

게익은감 코스모스 그리고숲길 계절의 변화를느끼

며감상에젖기에딱좋은곳강진만한데가있을까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강진만 갈대숲

을주무대로펼쳐지는 제 2회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는깊어가는가을을온전히즐길수있다

혼자라도 둘이어도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다 발걸

음을옮겨보자

가을 물결 출렁이는 강진만강진만은 천혜의 자

연관광지다 2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갈대숲은 가을이

무르익을수록장관이펼쳐친다 볼수있는생물군도다

양하다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붉은발말똥게알락꼬

리마도요등 75종의 조류 424종의 식물 47종의 어류

등 1131종이나된다남해안 11개하구의평균보다두배

나많다

강진군은 여기에 생태탐방로(3)를 만들었다 쉼터

와 탐조대를 만들고 범선 모양의 전망대도 꾸며놓았다

갈대밭 사이로 들어가 거닐고 쉬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가을을 온전히

즐길수있는공간으로더없이좋다

갈대숲사이로걷기오는 27일 강진만배전망대

입구에서열리는 갈대바람을따라서만남행사는강진

만을주제로하는이야기 음악을들으며갈대밭을걸을

수있다혼자서따로또일행과같이걸을수있다오전

10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다

축제기간에는매일오후 3시부터강진만배전망대

목리대교고니조형물배전망대로이어지는갈대숲

생태탐방로 걷기가 진행된다 강진만 이야기꾼의 얘기

를들으며주변풍광을담아갈수있는기회다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갈대숲의 정취를 담아갈 수

있는 걷는 음악여행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오감

통강진만갈대숲구간에서열린다

연인들이라며 강진만 데크 쉼터에서 진행되는 사랑

의 소원 달기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강진군은 탐방로 일부에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길을조성해놓았다

갈대숲 탐방로 곳곳에 1131종에 이르는 생태어종과

갈대밭전경을찍은사진 가을꽃들이전시돼걷는게심

심하지않다

갈대숲에서놀기갈대숲을중심으로펼쳐지는행

사도풍성하다 오는 11월 11일오후 5시부터열리는 소

원연날리기는강진만제방에올라소원을담은연을날

리는행사로 강진지명이생긴지 600년을맞은것을기

념 600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진행한다 1000원의 참

가비만으로가을추억을담아갈수있다

소원연날리기를체험하는게어렵다면같은날오후

6시부터 열리는 소원 풍등날리기 행사를 즐겨보는것

도좋다 오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남포축구장에마

련된 갈대 미로정원(길이 375m)을 돌아다녀보는 체험

도자녀를둔부모라면관심을가져볼만하다

남포축구장에서는 갈대로 공예품이나 꽃을 만들어보

는체험을할수있다

갈대축제와같은시기 17일간의강진음악여행이강

진만 생태탐방로와 강진읍 오감통 야외공연장 등을 무

대로펼쳐져다양한음악공연도즐길수있다

강진만갈대숲음악여행과 음악여행프로포즈는 오

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루 두차례씩 생태탐방로

작은무대에서진행된다특히강진읍오감통야외무대에

서는축제기간끊이질않는음악공연을즐길수있다

가을밤의 낭만 재즈여행은 11월 4일 오후 5시 국내

타악기의거장유복성밴드 정영애재즈리퍼블릭 월드

뮤직그룹 루트머지 등이 나서 관객들을 재즈의 세계로

이끈다

장필순과 조동희가 꾸미는 포크여행도 오는 11월 11

일오후 5시오감통야외공연장에서즐길수있다

한편 강진군은여행객들의편의를위해진입도로(560

m)를새로개설하고주차공간(1290면)을추가로마련하

는등기반시설도확충정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7일11월 12일

갈대숲따라걸으면힐링이절로

소원연날리기갈대미로정원등

볼거리넘치고체험행사풍성

17일간의음악여행 즐기며

깊어가는가을정취만끽

생태공원에활짝핀코스모스

강진만짱둥어

가을이면 갈대밭이 그립다 강진만 갈대 숲은 여

유롭게 거닐며 쉬고 사색에 잠기며 가을을 온전히

즐길수있는공간이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

지 갈대숲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 2회 강진만 춤추

는 갈대축제는 가족들과 깊어가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행사다 강진군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