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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제2회 신흥동 벚꽃나들이 축제

작성일 2018.04.06 18:5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632

 신흥동 벚꽃나들이 소개용 안내문.jpg 704 hit/ 116.6 KB 다운로드

제2회 신흥동 벚꽃나들이 축제
일 시 : 2018년 4월 7일(토)~8일(일) / 2일간
장 소 : 목포 신흥동 입암산(구, 동광농원) 일원
주 관 : 신흥동벚꽃나들이축제추진위원회

관광안내 > 관광소식관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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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신흥동벚꽃나들이축제추진위원회
벚꽃잎이 휘날리는 봄을 맞아 오는 4월 7일(토)~8일(일) 2일간 신흥동 입암산 구)동광농원 일원에서 ‘제2회 신흥동 벚꽃 나들이’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임압산 일원에 피어 있는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며 어린이 벚꽃 그리기 대회, 벚꽃 사진 컨테스트, 숲속 작은 음악회, 입암산
-용라산 생태통로 개통기념 입암산 둘레길 탐방, 꽃길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축제 개막식
일시 : ‘18. 4. 7(토) 11:30∼11:50(20분)

장소 : 신흥동 입암산(구,동광농원 축제 주무대

내용 :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프로그램 일정

4월 7일(토) 4월 8일(일)

시간/장소 행사내용 시간/장소 행사내용

11:00~11:30
신흥동주민센터~행사장

주무대

축제의 시작
벚꽃나들이길놀이 (풍물패) 13:00~16:00

임압산 둘레
길

입암산 둘레길 탐방(입암~용라 생태통
로 개통기념)

11:10~11:30
주무대

식전 공연 에어로빅공연

11:30~11:50
주무대

개막식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행운권 추
첨

14:00~15:00
주무대

꽃길 버스킹 밴드"Sweet time"공연

11:50~12:50
주무대

벚꽃 숲속 작은음악회
우쿨렐레 공연
가곡 중창
통기타 공연

15:00~16:00
주무대

봄의 선율이 흐르는
우리가락�클래식 향연

판소리 공연
현악3중주 클래식공연

14:00~15:00
주무대

신나는 퍼포먼스
액티비티 스피닝공연
목포관광 마술공연

11:00~16:00
입암산 둘레길

입암산 둘레길 탐방 (입암~용라 생태통
로개통기념)

11:00~16:00
행사장 내

벚꽃 사진 콘테스트
16:00~16:40
주무대

행운권 추첨 및 시상

11:00~16:00 (http://www.mokpo.go.kr)



11:00~16:00
행사장 내

어린이벚꽃그리기대회
16:40~17:00
주무대

폐막

13:00~16:00
행사장 내

관내경로당 윷놀이 경연

11:00~17:00체험부스

①  무료 가훈 써주기
②  알뜰 벼룩시장
③  특산품 판매장터

④  봄빛 솜사탕 만들기
⑤  벚꽃 사진 무료인화

⑥  꽃길 포토존
⑦  지문 벚꽃나무 그리기

신흥동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가족 및 연인, 친구와 함께 봄기운을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위치
위 치 : 목포시 신흥동 입암산 구)동광농원 일원(목포교육청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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