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배~>
◆(축제장)⇒인량리 전통메밀묵잔치(창수면)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 ☎054)730-8500

◆전국최다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덕송이 구입

  영덕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 ☎054)734-8802

덕천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영덕군청소년야영장

대진해수욕장

대진항

병곡면

이천리

아곡리

각리리

인량리

대구가톨릭
영해수련원 영해버스터미널

창수면사무소

7

영덕휴게소

7

·일    시 : 2015. 10. 9(금) 11:00~ 21:00
·장    소 : 나옹왕사 반송정 (창수면 신기리)

축제 이모저모

제7회 창수 전통 메밀묵 축제 안내

축제 이모저모

제7회 창수 전통 메밀묵 축제 안내

•일       시 : 2015.10.8(목)~9(금) 2일간
                   개막식 10. 8(목) 11:00

•장       소 : 병곡면 고래불들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일원

•주최·주관 : 영덕군, 허수아비-메뚜기잡이체험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 고래불권역농촌마을추진위원회, 북영덕농업협동조합

네비게이션 검색 : 영덕군 병곡면 동해대로 7272-28

<축제문의>
허수아비-메뚜기잡이체험축제추진위원회

   010-2895-7409(위원장) / 010-4531-2539(총무)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054)730-6261~2

◀ 행사장

찾아 오시는 길



10. 8(목)  첫 째 날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40~11:00 고래불 풍물패 공연(길놀이), 난타공연
개선문
~주무대

11:00~11:30
개   막   식

- 무농약쌀 대형 김밥말이 퍼포먼스 -
주 무 대

11:30~12:30 마술공연, 황금들녘 음악회(통기타 등) ″

13:00~13:30 닮은얼굴 찾기 - 유재석(메뚜기)을 찾아라! ″

14:00~14:30 메뚜기 잡기대회 - 내가 메뚜기잡이 왕이다! 체 험 장

15:00~15:30 황금들녘 보물찾기 고래불들

16:00~16:30 쌀자루 멀리던지기 주무대앞

13:00~17:00

메뚜기 멀리뛰기 대회 - 즉석경기(수시) 주무대앞

체험행사
(무료)

메뚜기 잡이
우마차·조랑말 시승
메뚜기 즉석 튀김
짚신 공예
벼 홀대 수확·탈곡
전통놀이마당 (제기차기 등)

고래불들
고래불들
주행사장
주행사장
주행사장
주행사장

체험행사
(유료)

목각메뚜기 만들기
현미도정(실비 구입)
쌀겨 천연비누 만들기
종이접기
야생들풀 물들이기

주행사장
(체험비 
각 1천원)

부대행사
친환경 농자재·곤충 전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
시식코너(가래떡·시루떡)

주행사장

판매행사
무농약 쌀 홍보 판매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로컬푸드 시골장터 운영

주행사장

식당운영 쌀국수 판매(점심메뉴) 2천원

10. 9(금)  둘 째 날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00~11:30
메뚜기 잡기대회
     - 내가 메뚜기잡이 왕이다! (1차)

체 험 장

13:00~13:30 황금들녘 보물찾기 고래불들

14:00~14:30
닮은얼굴 찾기
     - 유재석(메뚜기)을 찾아라!

주무대

15:00~15:30
메뚜기 잡기대회
     - 내가 메뚜기잡이 왕이다! (2차)

체 험 장

16:00~16:30 쌀자루 멀리던지기 주무대앞

10:00~17:00

메뚜기 멀리뛰기 대회 - 즉석경기(수시) 주무대앞

체험행사
(무료)

메뚜기 잡이
우마차·조랑말 시승
메뚜기 즉석 튀김
짚신 공예
벼 홀대 수확·탈곡
전통놀이마당 (제기차기 등)

고래불들
고래불들
주행사장
주행사장
주행사장
주행사장

체험행사
(유료)

목각메뚜기 만들기
현미도정(실비 구입)
쌀겨 천연비누 만들기
종이접기
야생들풀 물들이기

주행사장
(체험비 
각 1천원)

부대행사
친환경 농자재, 곤충 전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
시식코너(가래떡·시루떡)

주행사장

판매행사
무농약 쌀 홍보 판매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로컬푸드 시골장터 운영

주행사장

식당운영 쌀국수 판매 (점심메뉴) 2천원

영덕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축제는 
병곡면 고래불들판에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무농약쌀 브랜드인 
“사랑해요영덕쌀”을 널리 알리
기 위한 축제입니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 고래불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인 
고래불들녘에서 메뚜기들의 비상과 허수아비
군무들의 춤과 함께 아름다운 동심으로의 
가을여행이 꿈처럼 펼쳐집니다. 

「영덕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축제」에 놀러 오세요~「영덕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축제」에 놀러 오세요~

영덕 병곡지역의 

광활한 고래불들에서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우수품종(삼덕벼)으로 친환경농법

(우렁이농법)을 통해 생산한 고품질의 무농약쌀 

입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받고 자라 

밥맛이 뛰어나고 우리 몸에도 좋은 쌀입니다. 

<구입문의> 북영덕농협미곡종합처리장 : (054)733-7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