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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예술특구 지정!
최고의 녹색휴양 관광도시-서귀포시

무병장수의 상징
‘남극노인성’

주요 프로그램
칠십리 퍼레이드

겨울철 별자리 중 가장 밝은 별인 시리
우스를 따라 아래로 보면 수평선 위에
두 번째로 밝은 별이 바로 남극노인성
입니다. 옛 사람들은 노인성(Canopus)
을 목숨별이라 부르며 한번이라도 보면
무병장수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남극노인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내방객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행복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청정한 도시 서귀포!
第20届西归浦七十里庆典

- 일시 : 10/09(목) 16:30 ~ 18:30
- 구간 : 동문로터리 ~ 중정로 ~ 칠십리 시(詩)공원
- 내용 : 1,000여명의 서귀포 각 읍면동민의 직접 참여하는
축하 퍼레이드

양로연의(養老宴儀)
-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은
어르신 잔치

개막행사“남극 노인성 주제 퍼포먼스”
- 개막 주제 퍼포먼스
- 개막 축하공연

웃음으로 풀어내는 "건강 콘서트" - 옹알스
출연일시 : 2014. 10. 9(목) 20:00

<노인성 찾는 방법>

※남서쪽 밤하늘을 바라보면 노인성 별자리가 보입니다.

※에딘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길거리 공연팀

양로연의(養老宴儀)
노인 어른을 공경하는 잔치로
왕이 몸소 노인들의 연륜과
경 험 을 존중하는 공경의
의례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내 어르신을 공 경 하 고
받드는 행사를 마련하여 산업화·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경로
효친 사상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도내 주요행사
✓서귀포 열린 일요 음악회
2014. 10. 11(토) 19:30 / 서귀포예술의 전당
✓제23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2014. 10. 11(토) ~ 10. 12(일) / 덕수리 민속공연장
✓제21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2014. 10. 11(토) ~ 10. 12(일) /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도심속의 건강올레 체험
-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예술가의 작품을 찾아
떠나는 문화여행

체험 프로그램
- 마(馬) 테마(승마·시식 등) 체험
- 나만의 장수‘별’찾기 / 귀농귀촌
- 다문화 / 녹색환경 / 건강체크 등

걸어서
놀러
놀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걸어서 놀러
축제장은 시내에서 불과1~2km에 위치하며, 산책하며 찾아가기
알맞은 곳입니다. 운전대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차림으로 사랑
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러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시·홍보 프로그램
- 제주지역 RIS사업(아이해브, 제주조릿대, 본초, 승마산업,
양채류, 씨푸드) 전시홍보
- 지역명품 브랜드 / 분재전시 / 유토피아 갤러리 / 기업홍보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를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려면
축제장 입구(남성마을)▶걸매생태공원 입구▶중앙로터리(등기소 맞은편)
▶동문로터리(편의점 앞)▶동명백화점(제주은행 앞)▶축제장 입구(남성마을)
※ 운영시간 : 9일(13:00~22:00) 10·11일(11:00~22:00)
※ 매시 정각 운영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공)

공항버스
공항버스를
를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려면
공항(약60분) : 공항리무진(600번, 서귀포행)▶남성마을
입구 하차▶도보이동▶칠십리시공원

자가용
자가용을
을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려면
공항(약50분) : 신제주▶평화로▶창천사거리▶서귀포방면▶칠십리시공원
중문(약15분) : 서귀포방면▶칠십리시공원
성산(약50분) : 서귀포방면(1132번도로)▶칠십리시공원

축제문의
축제문의
서귀포칠십리축제상황실 064)760-3320 www.i70ni.com

경연 프로그램
- 칠십리가요제 (서귀포문화원 ☎ 064-733-3789)
- 청소년 페스티벌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 064-738-1300)
- 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 (서귀포시연합청연회☎ 064-739-0054)
※ 경연 참가신청 관련 각 주관단체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9(목) ~ 10. 11(토)
서귀포 칠십리 시(詩)공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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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표 节目时间表
구 분
区 分

칠십리시공원 七十里诗公园

장소 场所
시간 时间

행사장 안내

Program & Schedule

10. 9(목)·THU

场所导航

Festival Guide

Chilsimni Poetry Park

10. 10(금)·FRI

10. 11(토)·SAT

즐기자!
힐링 에코
월빙축제

양로연의(養老宴儀)
12:30 ~ 14:30
养老宴仪 / Yangnoyeonui
(Banquet for the Elderly)

14:00~
15:00

15:00~
16:00

무대공연
프로그램
舞台公
演节目

Stage
Performances

16:00~
17:00

17:00~
18:00
18:00~
19:00
19:00~
20:00

해순이 대상 김선아 섬돌이 대상 신종민

七十里游行
(东门交叉路 - 七十里诗公园)

Daily
Events

열린 문화예술공연
开放文化艺术公演

개막식(주제 퍼포먼스) 开幕式

개막 축하공연

Opening Performance

Haesuni and Seomdori Contest

청소년 페스티벌(본선)
※ 예선 : 12:00
青少年嘉年华会

Youth Festival

퓨전아트 퍼포먼스

칠십리가요제 및 폐막

融合艺术公演

七十里歌谣大赛及闭幕式

Fusion Arts
Performances

Chilsimni Singing Contest
& Closing Ceremony

○ 무병장수 체험관 (제주지역 RIS사업단)
○ 도심속의 작은올레 걷기 / 장수‘별’찾기 체험
○ 지역명품 브랜드 / 제주향토음식 / 마(馬) 테마 / 녹색환경 /
귀농귀촌/ 다문화 / 분재전시 / 건강체크 / 기업홍보 등

상설운영
프로그램
常设运
营节目

‘海顺伊’与‘森多利’
选拔大会

Chilsimni Parade
Culture and Arts
(Dongmun Rotary - Chilsimni Poetry Park) Performances

开幕庆祝公演

20:00~
21:00

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

칠십리 퍼레이드
(동문로터리 - 칠십리시공원)

11:00~

○ 无病长寿体验馆（济州地区RIS事业团）
○ 市区内的‘偶来小路’体验 / 寻找‘长寿之星’活动
○ 地区名产名牌 / 济州乡土饮食 / 马主题区 / 绿色环境
归农归村 / 多元文化 / 盆栽展示 / 健康检查 / 企业宣传 等

○ Health and Longevity Booth (Local RIS Development Agencies)
○ Short Downtown Olle Walk / Finding the Star of Longevity
○ Local Premium Brand Booth / Local Foods Booth / Horse Theme Booth / Green Environment Booth /
"Return to Farming" Booth / Multicultural Booth / Bonsai Exhibition / Health Check-up / Corporate Promotions, etc.

※축제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 칠십리란
우리들에게 향수와 평화,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마음속에 살이있는 영원한 이상향이자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대변하는 고유명사임.
과거에는 정의현청이 있었던 성읍마을에서 서귀포구까지의 거리적 개념으로도 쓰였음.

행사장 안내도

庆典会场导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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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kid zone(별자리·기업홍보 등)

➊ 儿童区（星座、企业宣传 等）

➊ Kid Zone (Constellations, Corporate Promotions, etc.)

➋ 특설무대 및 운영본부

➋ 特设舞台及大会本部

➋ Special Stage & Management Headquarters

➌ 휴(休) 공간(소공연, 이벤트 등)

➌ 休憩空间（小型公演、活动等）

➌ "Hew" Area (Rest Area for Mini Concerts, Events, etc.)

➍ 지역 명품브랜드관

➍ 地区名产名牌馆

➍ Local Premium Brand Booth

➎ 무병장수 주 테마관

➎ 无病长寿主体馆

➏ 귀농귀촌·다문화·건강체험 홍보관 등

➏ 归农归村·多元文化·健康体验 宣传馆 等

➐ 힐링 분재전시

➐ 疗愈盆栽展示

➐ Healing Bonsai Exhibition

➑ 마(馬)테마 체험

➑ 马主题体验

➑ Horse Theme Event

➒ 로컬푸드관(향토음식점)

➒ 地方美食馆（乡土饮食店）

➒ Local Foods Booth (Local Food Stand)

➎ Health and Longevity Theme Booth
➏ "Return to Farming" Booth·Multicultural Booth·Health
Promotional Booth,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