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야행사
함덕

김녕

제주국제여객선터미널

“남극 노인성제”
일시 : 2016. 9. 29(목) 18:0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조천

제주시

세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칠십리”란?

제주공항

내용 : 축제 참가자 무병장수 기원 등

애월
성산

1139

1135

칠십리 퍼레이드
일시 : 2016. 9. 30(금) 15:00 ~ 16:00

한라산

서귀포칠십리가 단순한 ‘거리개념’이 아니라, ‘서귀포칠십리’
표선

중문

대상 : 유치부, 초등부(1 ~ 6학년)
※ 문의 : 제주중등미술교육연구회(010-3639-3637)

제주어말하기 대회
일시 : 2016. 10. 1(토) 16:00 ~ 17:3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대상 : 읍면동 및 다문화가정 등
※ 문의 : (사)서귀포시제주어보전회 010-5883-3993

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
일시 : 2016. 10. 2(일) 14:0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대상 : 도내 초등학교 1~ 5학년
※ 문의 : 서귀포시연합청년회(064-739-0054)

칠십리가요제
일시 : 2016. 10. 2(일) 18:0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대상 : 만18세 이상 제주도민
※ 문의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고유명사로 자리잡혀 왔다.

서귀포시

대정

이를테면, 서귀포칠십리는 ‘서귀포의 뿌리와 정서, 이미지’를
함축한 발전된 개념으로 정착되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자구리공원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일시 : 2016. 9. 30(금) 19:3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어린이 사생대회
일시 : 2016. 10. 1(토) 10:00 ~ 13:00 / 자구리공원 일원

원한 이상향이자,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대변하는

남원

초청공연 (극단아리 -‘행복한 왕자’)
일시 : 2016. 9. 30(금) 13:00 ~ 14:0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경연(참여) 프로그램

라는 의미 그 자체가 서귀포시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

고산

내용 : 각 읍면동 전통문화 등 경연

야호! 칠십리 "GOGO" 페스티벌
일시 : 2016. 10. 1(토) 18:3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일시 : 2016. 10. 2(일) 20:0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포구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1131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 중정로 ⇨ 동문로터리 ⇨ 자구리공원

마을(읍면동) 마당놀이
일시 : 2016. 9. 30(금) 16:30 ~ 18:30 /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서귀포칠십리가 처음에는 정의현청(성읍마을)에서 서귀

한림

주요 프로그램

서귀포항
새섬

꼬닥꼬닥
걸어옵써!

섬돌이·해순이 캐릭터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개구쟁이적인 표정, 초롱초롱
축제장은 시내에서 불과 1~2km에 위치하며, 산책하며
찾아가기 알맞은 곳입니다. 운전대는 잠깐 내려놓으
시고 가벼운차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
하게 즐기러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눈망울 속에 간직된 동심을 빌어 아름답고 감동적인대
자연의 신비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발랄함과 신선함, 희망
이 가득한 『행복도시 서귀포』를 표현하였다.
전통 갈옷을 입은 섬돌이는 뭍의 삶과 제주적인 것을
상징하고,제주해녀를 현대적으로 이미지화한 해순이는 해

공항버스 이용

안의 아름다움과 서귀포칠십리를 상징토록하여 화산섬

공항(약60분) : 공항리무진(600번, 서귀포행) ▶서복전시관 인근 하차
▶도보이동 ▶자구리공원

제주와 서귀포칠십리가 연속적으로 연상되도록 하였다.

자가용 이용
공항(약50분) : 신제주 ▶평화로 ▶창천사거리 ▶서귀포방면 ▶자구리공원
중문(약15분) : 서귀포방면 ▶ 자구리공원
성산(약50분) : 서귀포방면(1132번도로)▶자구리공원

문의 서귀포칠십리축제상황실 064)760-3946

도내 주요행사

칠십리 풍광
2016.9.30(금)~10.2(일) 3일간
서귀포 자구리공원 및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일원
| 주최 |

| 제25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2016.10.1(토)~10.2(일) / 덕수리 민속공연장

| 제23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2016.10.15(토)~10.16(일) /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 주관 |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 후원 |

| 협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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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Schedule 节目时间表

리
타
로
문

프로그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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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

소암기념
관

▶

◀이중
섭거리
방면

Festival Gu

서복전시관

상설운영 프로그램 Regular Programs / 常设运营项目
시간 time

내용 Contents
지역명품 브랜드 / 귀농귀촌 / 제주 전통밥상 / 사진전 / 하마비즈 / 간세인형 / 녹색환경 / 건강 체크 / 분재 / 천연염색 / 공예 / 페이스페인팅 / 캐리커쳐 / 프리마켓 / 나눔장터 등

Experiential Theme Programs including Local Premium Brand / Returning to Farm and Rural Areas / Jeju Traditional Dining / Photo Exhibition / Hama Beads / Ganse Dolls /
Green Environment / Health Check / Bonsai / Natural Dyeing / Crafts / Face Painting / Caricature / Flea Market / Sharing Market, etc.
地区著名品牌 / 归农归村 /济州传统饭桌 /照片展 / HAMA串珠 /矮马香包 /绿色环境 /健康检查 /盆栽 /天然染色 /工艺 /面部彩绘 / 漫画 / 自由市场 / 跳蚤市场等

10:30~

서귀포초등학교

테마체험 프로그램 Theme experience programs / 主题体验项目
시간

내용
칠십리풍광 사진체험 / 어린이 사생대회 / 버블버블 / '소라'잡이 / 전통놀이 / 키즈zone / 행복기원 소망 와패 달기 / 무병장수 대나무호루라기 만들기 / 서복10경 / 남극노인성 체험 등

Chilsimni Scenery Photo Exhibition / Children Drawing Contest / Bubble Bubble / ‘Conch’ Catching / Traditional Activities / Kids’ Zone / Praying for Happiness / Making Wooden
Whistle for Health and Longevity / 10 Scenic Views of Seobok / Antarctic Senile Experience, etc.
七十里风光照片体验 /儿童写生大赛 /泡泡 / 抓海螺 /传统游戏 /儿童区 / 悬挂祈愿幸福的瓦牌 / 制作无病长寿竹哨 /徐福10景 / 南极老人星体验等

10:30~

교통 / 안내

전야행사 Night Events / 前夜活动
시간

리

Antarctic Senile Festival (Festival’s Successful Opening and Praying for Participants’ Health and Longevity /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 of Korea, Seogwipo Branch)
南极老人星节(祈愿庆典成功举办及参加游客无病长寿 –韩国艺术文化团体总联合会西归浦分会）

거

주차장

초청공연 (극단아리 -‘행복한 왕자’)

14:00 ~
15:00

개막식 리허설(공연 등)

가족소리판굿 - "우리 할망넨 영 살았수다"

Family Sori, ‘pan’, ‘gut’ – "Our grandmothers lived like this"
家庭清唱巫戏 “我们的奶奶是这样生活的”

식

Jeju Traditional Wedding (Seogwipo Culture Center)

Opening Rehearsal (Performance, etc.)
开幕式彩排(演出等)

칠십리 퍼레이드 / 약 1.4km (초원4가 - 중정로 - 자구리공원)

15:00 ~
16:00

제주민속공연 - 어린이합창단, 해녀, 국악 등

Jeju Traditional Performance "Children’s Choir, Haenyeo, Gugak, etc."
济州民俗演出儿童合唱团、海女、国乐等

Chilsimni parade / about 1.4km
(Chowon 4-ga – Jungjeong-ro – Jaguri Park)
七十里行进 /约1.4km
(草原4街 - Jungjeong路 - 扎谷里公园)

济州传统婚礼(西归浦文化院)

어린이 인형극 - "꼬마 해녀와 물할망"

Children’s Puppet Show – "Little Haenyeo and Water Spirit"
儿童木偶剧《小海女与水奶奶》

16: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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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Club Performance Dancing, Bands, etc.
青少年俱乐部演出舞蹈、乐队等

축하공연 - 삼바두브라질
해군군악대 공연 Marine Band Performance
海军军乐队演出

교통 / 안내

Ceremony Performance – "Samba du Brazil"
祝贺演出SAMBADOBRAZIL

개막식 (식전공연 : 예국어린이집 국악공연)

Opening Ceremony (Pre-ceremony performance: Yeguk
Daycare Center’s classical Korean musical performance)
开幕式(式前演出 : 艺国托儿所国乐演出)

칠십리가요제(서귀포문화원) 폐막
야호! 칠십리 ‘GO GO’ 페스티벌 Ⅰ

Chilsimni Song Festival (Seogwipo Culture Center) Closing
七十里歌谣节（西归浦文化院) 闭幕

Hooray! Chilsimni ‘GOGO’ Festival I
哇! 七十里“GO GO”庆典 I

*위 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Opening Act – Kim Hyun Chul’s Cheerful Orchestra
开幕演出金贤哲愉快的管弦乐队

차

개막 축하공연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20:00 ~

Jeju language-speaking contest (Private Seogwipo-si Jeju
Language Preservation Association)
济州语大赛 (社，西归浦济州语保全会)

마을(읍면동) 마당놀이 경연

Town (EupMyeonDong) Madangnori contest
小区(邑面洞)小广场游戏演出

운영본부

청소년 동아리 공연 - 댄스, 밴드 등
제주어 을락(말하기) 대회 (사.서귀포시제주어보전회)

키즈 / 체험마당

주행사장
(자구리공원)

조랑말체험

음향(조정)실

Haesone and Somdole Contest
(Seogwipo-si Youth Association)
海顺伊与瑟岛力选拔大赛
(西归浦市联合青年会)

주

19:00 ~
20:00

Madangnori Contest (orders, items, etc.)
小广场游戏演出检查(顺序、物品等)

소라잡이체험

주무대

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서귀포시연합청년회)

출연자대기실

마당놀이 경연 체크(순서, 물품등)

브랜드 / 마을기업

전통놀이
체험ZONE

음

文化艺术演出(地区艺人-才能捐赠）

제주전통혼례(서귀포문화원)

칠

Invitation performance (Troupe Aree – ‘Happy Prince’)
邀请演出 (剧团阿里 -[幸福的王子])

Cultural art performance (local artists – talent volunteers)

/판
매

13:00 ~
14:00

문화예술 공연(지역예술인 - 재능기부)

리

Cultural art performance (local artists – talent volunteers)
文化艺术演出(地区艺人- 才能捐赠）

10. 2(일)

/전
시

문화예술 공연(지역예술인 - 재능기부)

12:00 ~
13:00

10. 1(토)

홍
보

9. 30(금)

십

시간

소낭머리

특

무대공연 프로그램 Stage performance programs / 舞台演出活动

업
기
을
/마

드
분재전시
랜
브

화

9.29(목) 18:00~

내용
남극 노인성제 (축제 성공개최 및 참가객 무병장수 기원 – 한국예총서귀포지회)

야호! 칠십리 ‘GO GO’ 페스티벌Ⅱ

Hooray! Chilsimni ‘GO GO’ Festival II
哇! 七十里“GO GO”庆典 II

서귀포항

수망리 물영아리고사리
용흥마을 삼다표고
성산읍 신산리(녹차아이스크림, 초콜릿)
표선면 세화3리(양초)
서홍동 백년의 귤향기
서홍동 마을카페(솜반내풍경)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토속된장)
제주감귤웰니스사업단(가공제품)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혼디酒)
제주양채류RIS사업단(제주산 양채류)
서홍동 백년의 귤향기
제주 홍암가(곡물발효)
홍보 / 전시 / 판매

K-스마일 캠페인
귀농귀촌 홍보
제주올레 홍보
아름다운 간판상&디카 사진전
한국관광공사(스마트 투어가이드)
제주전통밥상 전시 및 시식
제주 옛 생활모습 사진전
‘남극 노인성’홍보
아랑조을거리 홍보
온실가스 줄이기
서귀포보건소(건강체크)
제주대학교병원제주지역암센터
분재전시회
제주감귤박람회 홍보
축산물 시식 및 판매
시장애인종합복지관(나눔장터)
자구리프리마켓

키즈 / 체험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놀이 체험
‘버블버블’체험
칠십리 풍광 사진체험
‘소라·게’잡이 체험
아로마/보드/성격 테스트
캠프마을(각종 만들기)
조랑말 체험
에어바운스
공예세상
천연미스트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천연염색 스카프
목공 DIY/석고 방향제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캐리커쳐/페이스페인팅
서복전시관

가족체험축제
“이브의 식물놀이 파티”
일시 : 10. 1(토) 13: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