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时间 / Time

10.2.(금) Fri

◀소

10.3.(토) Sat

10.4.(일) Sun

현악 콘서트

济州传统婚礼 / String music concert

*칠십리는 과거 정의현청이 있던 성읍마을
에서 서귀포 포구까지의 거리를 일컫는 말

꼬닥꼬닥
걸어 옵써 !

14:00 ~ 15:00

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서귀포를 상징

15:00 ~ 16:00

17:00 ~ 18:00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우뚝 솟은 한라산과 푸근한 오름,

19:00 ~20:00

칠십리는 맛 이우다!
20:00 ~ 21:00

따뜻한 정이 담긴 제주의 전통음식부터 서귀포의 독특한
특산품, 그리고 칠십리음식특화거리의 맛깔나는 음식

운영본부

开幕式 祝贺演出
Opening ceremony and Special performances

댄스파티1
舞会1 / Dance Party 1

어린이 승마체험
어린이 극장

벨라진 톡톡 콘서트
惊喜特别演唱会
Belrajin Special Concert

Seobok Exhibition Hall
댄스파티3

舞会2 / Dance Party 1

요가체험
인디밴드공연

서복전시관
徐福展示馆

출연자 대기실

舞会3 / Dance Party 1

행진구간 : 중정로 진입 ~ 동문로터리 ~ 칠십리음식특화거리 ~ 자구리 주행사장까지 총 1.4km

항

귀포

◀서

체험마당
体验区

2015년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일시 日期 / Date

시간 时间 / Time

10.1(목) Thu

19:30

표선
고산

안덕

대정

중문

서귀포시

깜짝콘서트

Promotional exhibition

名品七十里歌会及闭幕式
Chilsimni Song Festival and closing ceremony

댄스파티2

한라산

남원

꼬닥꼬닥
걸어옵써!

축제장은 시내에서 불과 1~2km에 위치하며, 산책하며
찾아가기 알맞은 곳입니다. 운전대는 잠깐 내려놓으
시고 가벼운차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
하게 즐기러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무대

Experience program

지역 브랜드
地区品牌

Seobok Exhibition Hall

자구리공원
주행사장
青鳞鱼主活动场所共

공항버스 이용

리 상가 할인행사요)
칠십리음식특화거
해 주세
입구 (상가별 현수막을 확인

포
서복전시관 입구 ~ 천지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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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event stage at Jagu-ri

자가용 이용

Pre-Event

칠십리는 사람이우다!

축제는 지역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행객이 함께

개막식 및 축하공연

분재전시

리
칠십

홍보/전시
宣传展示馆

七十里行进集合地点 : 天地洞居民中心交叉路 行进区间 : 进入中正路 ~ 东门环岛 ~ 七十里餐饮一条街 ~ 青鳞鱼主活动场所共1.4km
Gathering place for Chilsimni Parade – Crossing at Community Service Center in Cheonji-dong
Section for the parade : Entry to Jungjeong-no ~ Dongmun Rotary ~ Chilsimni Food Street ~ Main event stage at Jagu-ri: Total 1.4km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 마음의 휴식을 찾는 여행객까지 서귀포칠십리

특화

음식

心情好又暖微型音乐会
Maendorong Ttottot Small Music Concert

명품 칠십리가요제 및 폐막식

칠십리퍼레이드 모이는 곳 :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까지, 서귀포칠십리축제는 과거와 현재의 맛을 즐길 수

서귀포 17개 읍면동 지역민과 새롭게 터전을 꾸리는

칠십리 마당놀이

1139

1131

거리

济州方言演讲大赛
Jeju Language Speaking Contest

18:00 ~ 19:00

서귀포 천혜의 풍광과 함께합니다.

성산
한림

七十里街头剧 / Chilsimni Madangnori

드넓은 바다와 신비한 섬들이 곳곳에서 그려내는

애월

서귀포
초등학교

맨도롱 또똣 작은 음악회
제주어 말하기대회

세화

제주공항

1135

七十里行进 / Chilsimni parade

김녕

제주시

보목▶

념관

칠십리 퍼레이드

16:00 ~ 17:00

칠십리는 풍광이우다!

함덕
조천

암기

제주전통혼례

弦乐音乐会 / String music concert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동문로터리▶

무대행사 프로그램 舞台公演节目 Stage Performances

공항(약50분) : 신제주 ▶평화로 ▶창천사거리 ▶서귀포방면 ▶자구리공원
중문(약 15분) : 서귀포방면 ▶ 자구리공원
성산(약50분) : 서귀포방면(1132번도로)▶자구리 공원

내용 详情 / Detail
“붓 천 자루와 벼루 열 개“ 추사 홀로그램 무용극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어우러지는 모두의 축제입니다.

“千支笔，十个砚” 秋史全息图舞剧 西归浦艺术殿堂大剧场
Chusa hologram dance drama, “Thousand Brushes and Ten Ink stones”
Grand Theater of Seogwipo Arts Center

문의 서귀포칠십리축제상황실 064)760-3947~8

새로운 장소, 자구리공원 일원 (부대행사장-서복전시관)
정방폭포를 왼편에 천지연폭포를 오른편에 두고 섶섬을 바라보며

부대행사장 서복전시관

태평양을 안고 길게 뻗어 있는 해안, 서귀포의 속살 자구리! 자구리

일시 日期 / Date

시간 时间 / Time

공원은 작가의 산책길과 올레6코스, 서복전시관~ 칠십리음식 특화
거리~ 서귀포항~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

칠십리축제 Pre-Event “붓 천 자루와 벼루 열 개” 추사 홀로그램 무용극

서복전시관 특별 프로그램 徐福展览馆特别活动 / Special program at Seobok Exhibition Hall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린이 무료 승마체험 儿童免费乘马体验 / Free horseback riding for children
10.3(토) Sat
~
10.4(일) Sun

10월 1일(목) PM 19:30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젊어졌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집니다. 퍼레이드도 참여하고, 제주어도 배우고, 음악,
댄스, 요리, 놀이등 놓치면 후회할 풍성한 이벤트를 즐겨보세요

내용 详情 / Detail

10.3(토) Sat

11:00~17:00

서귀포칠십리 어린이극장(무료 11:00, 14:00, 16:00)
西归浦七十里儿童剧场(免费) / Seogwipo Chilsimni Children’s Theater (free animation)

10:00~21:00

칠십리 분재전시 七十里展示健康盆栽 / Exhibition of healing potted plants

15:30~17:30

토마토 기빙데이 콘서트 番茄赐予日音乐会 / Tomato Giving Day Concert

11:00~12:30

요가체험 '돌, 바람, 그리고 요가' 瑜伽体验“石头、风和瑜伽” / Yoga experience, ‘Stone, Wind, and Yoga’

14:00~16:00

인디밴드 거리공연 独立乐队街头演出 / Street performance by indie bands

10.4(일) Sun

제주 전통밥상 및 옛음식 체험 10.3(토) 11:00 ~ 4(일) 济州传统餐饮及传统食品体验 / Experience of Jeju traditional table dishes and food
주행사장 체험마당 主活动场所体验场 / in the experience place of the main event hall
빙떡만들기 10. 4(일) 12:30~13:30 制作荞麦萝卜糕 / making Bingtteok – rice cake

서귀포의 매력을 한자리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산책같은 축제나들이를 통해 서귀포 각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상설 프로그램 常设活动 / Permanent program
일시 日期 / Date

하였습니다.
11:00~

내용 详情 / Detail

지역 브랜드 전시 및 판매 地区品牌展示及销售 / Exhibition and sale of local brands
향토 음식 전시, 체험 및 시식 乡土食品展示、体验及品尝 / Exhibition, experience, and sampling of local food
체험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 염색, 전통놀이등 体验项目：面部彩绘染色、传统游戏等 / Experience program: Face painting, dyeing, folk plays, etc.
** 본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정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부스 안내
지역브랜드

地区品牌 / Local brand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된장)
대천동 삼다표고
서홍동 백년의 귤향기
서홍동 마을카페(솜반내)
보목동 보목동이 자리젓
효돈동 신효귤향과즐
남원읍 태흥리 허브힐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
표선면 세화1리 된장
수망리 물영아리고사리
표선면 세화3리 향초
성산읍 신산리 크런치 외

도내 주요행사
체험마당

体验区 / Experience program

온실/수세미/에코가방
나만의 케익만들기
캠프마을 만들기체험
캐리커쳐+페이스페인팅
물드련마씸(넥스카프염색)
오름지역자활(핸드크림만들기)
종이문화재단 공예체험
전통놀이 체험

홍보전시

서복전시관

宣传展示馆 / Promotional exhibition

徐福展示馆 / Seobok Exhibition Hall

서귀포보건소
제주관광공사 홍보관(세계지질공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홍보관
제주올레 홍보관
도서 전시 및 체험관
옥외광고협회 홍보관
귀농귀촌 홍보관
제주양채류 RIS 홍보관
제주전통밥상 및 옛 음식체험관
아랑조을거리 상차림전시관
혼디주 홍보관
말고기 무료시식

어린이 무료 승마체험
어린이극장
요가체험
분재전시
인디밴드공연

| 제24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2015.10.9(금)~10.10(토) / 덕수리 민속공연장

| 제22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2015.10.10(토)~10.11(일) /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관람 인증샷을 찍자"

나도칠십리팬이다
3개 이상의 프로그램 관람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운영본부로 Go! go!

뷰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