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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일원

2016.5.20(금)~22(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일원

영덕 해파랑길 걷기 축제

제2회 영덕군수배 전국미소 바다낚시 대회

◎ 코스(5km) : 경정해수욕장~대게원조마을~축산항

◎ 참가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

◎ 홈페이지 : http://festival.haeparang.org

◎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1330
                 영덕해파랑길걷기축제 02-540-5180

◎ 일  시 : 2016. 5. 22(일) 09:30
◎ 장  소 : 축산항일원(축산 백사장)
◎ 주  관 : 경북일보사
◎ 진  행 : 가족 1팀 원투대 2대사용
◎ 문의처 : 054)730-6291(해양수산과)

울진

청송

포항

축제장
찾아오시는 길

블루로드 건강걷기 코스

◆ 일시 : 2016.5.22 (일) 10:30 ~ 12:00 ◆

영덕군청새마을경제과 054-730-6092
물가자미축제추진위원회 010-6567-0918



둘째날
5.21 셋째날

5.22

행 사 명 시 간 장 소 비 고

마른가자미 낚시

10:00~18:00

행사장내 축산1리 부녀회

회센터 운영 행사장내 추진위원회

미소(      +    ) &
로컬푸드 밥상 체험

〃
추진위원회,
생활개선

물가자미음식 홍보관 운영 〃 대구한의대 약선식품

축제사진전시 및 사진관운영 〃 사진동우회

작은 음악회 〃 축산애향청년회

생선회 썰기 체험 11:00~11:30 30 축제장내 축산3리 부녀회

어선 퍼레이드 11:00~12:00 60 죽도해상 소형선박협회

퓨전음악 공연 12:30~13:30 60 특설무대 이벤트사

바다활어 잡기 체험 12:30~13:30 60 물양장 축산애향청년회

노젓기 체험 13:00~13:30 30 축산항내 영덕북부수협

물가자미 잡기 체험 13:00~14:00 60 물양장 추진위원회

어선승선 체험 13:00~17:00 240 축산항내 소형선박협회

다문화 장기자랑 13:00~14:00 60 특별무대 추진위원회

물가자미 밥식해
담그기

14:00~15:00 6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해파랑길이음단 행사 14:00~15:00 60 특설무대 해파랑길이음단

7080 콘서트 15:00~15:30 30 〃 이벤트사

수산물 OㆍX 퀴즈 15:30~16:00 30 〃 추진위원회

생선회 썰기체험 15:30~16:0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색소폰 공연 16:00~16:30 30 특설무대 색소폰 동우회

바다활어잡기 체험 16:00~16:30 30 물양장 축산애향청년회

관광객 장기자랑 16:30~17:30 6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물가자미 회 시식 17:00~17:3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도전! 매운물회 먹기 17:30~18:00 3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어울림 한마당
(초청공연)

18:00~21:00 18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해상불꽃쇼 21:00~21:10 10 축산항 〃

행 사 명 시 간 장 소 비 고
제2회 영덕군수배 전국
미소바다낚시 대회

09:30~15:00 330
축산

해수욕장
경북일보사

마른가자미 낚시

10:00~18:00

행사장내 축산1리 부녀회

회센터 운영 행사장내 추진위원회

미소(      +    ) &
로컬푸드 밥상 체험

〃
추진위원회,
생활개선회

물가자미음식 홍보관 운영 〃 대구한의대 약선식품

축제사진전시 및 사진관운영 〃 사진동우회

작은 음악회 〃 축산애향청년회

건강걷기 대회 10:30~12:00 90
죽도산
전망대

블루로드산악회 
축산면체육회
영덕보건소

생선회 썰기 체험 11:00~11:3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바다활어 잡기 체험 11:30~12:00 30 물양장 애향청년회

퓨전음악 공연 12:30~13:30 60 특설무대 이벤트사

물가자미 잡기 체험 13:00~14:00 60 물양장 추진위원회

생선회 썰기 체험 13:00~13:3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어선 승선 체험 13:00~17:00 240 축산항내 소형선박협회

물가자미 밥식해
담그기

13:00~14:00 6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수산물 OㆍX 퀴즈 13:30~14:00 30 특설무대 추진위원회

물가자미 회시식 14:00~14:3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도전! 매운물회 먹기 14:00~14:30 3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관광객 장기자랑 14:30~15:00 3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바다 활어잡기 체험 15:00~15:30 30 물양장 애향청년회

대게 난타공연 15:00~15:30 30 특설무대 대게난타동호회

물가자기 가요제(결선) 15:30~17:30 12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폐회식 및 행운권추첨 18:00~19:00 6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 세종시 정동쪽
신정동진 축산항!

5.20

행 사 명 시 간 장 소 비 고

마른가자미 낚시

10:00~18:00

행사장내 축산1리 부녀회

회센터 운영 행사장내 추진위원회

미소(      +    ) &
로컬푸드 밥상체험

〃
추진위원회,
생활개선회

물가자미음식 홍보관 운영 〃 대구한의대 약선식품

축제사진전시 및 사진관운영 〃 사진동우회

작은음악회 〃 축산애향청년회

무예 공연 12:30~13:30 60 특설무대 이벤트사

어선 승선체험 13:00~17:00 240 축산항내 소형선박협회

생선회 썰기 체험 13:30~14:0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물가자미 밥식해 담그기 14:00~15:00 60 〃 축산3리 부녀회

도전! 매운물회 먹기 14:00~14:30 3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물가자미 회 시식 15:00~15:30 30 행사장내 축산3리 부녀회

난타공연 15:00~15:30 30 특설무대 축산중학교동아리

어린이 장기자랑 15:30~16:00 30 특설무대 영해 동화나라

풍어기원 풍물놀이 15:30~16:00 30 행사장내 영해농협 농가주부회

개막 행사 16:00~16:30 30 특설무대 추진위원회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16:30~18:30 120 특설무대 영덕군 보건소

물가자미 가요제(예선) 18:30~19:30 6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축하공연 (불꽃놀이) 19:30~21:00 90 특설무대 이벤트·추진위원회

영덕 축산항에서
     추억을 간직하세요~

※ 상기 일정은 자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