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요 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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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썸머 댕댕런

한강자전거한바퀴

동구 달빛걸음

8·15 광복절을 기념해 참가자들이 자전거에 태극기를 달고 한강 공원을

17일 강릉 초당동 경포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달리거나 산책하는

둘러보는 행사다. 주행거리가 51㎞인 ‘몽땅코스’와 16㎞인 가족코스 등이

‘댕댕런’ 행사가 열린다. ‘댕댕런’ 이외에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마련돼 있고 815 캠페인, 에너지 캠페인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참가비는

선정한 영화 ‘언더독’ 상영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이용요금은

2만원.(https://portal.openrider.net/seoulrider2019/index)

3만5천원.(www.dangdangrun.com/)

광주 동구청 제공

가을 문턱…
가는 여름 잡아보자
8월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휴가 시즌이 한창이지만 월말에는 작물이 영글어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활동적인 야외 행사보다는 먹고 마시는 축제가 많고, 특히 한낮의 더위가 누그러지는 야간에 행사가 많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동반 행사도 눈길을 끈다.
가을 문턱에 서는 월말에는 충북 음성과 괴산에서 고추 축제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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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맥 축제

고추 축제

가맥은 가게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마시는 맥주라는 뜻으로 전주의

충북 음성에서는 28∼31일 음성읍 설성로 일대에서, 괴산에서는

여러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다. 2015년 처음 열려 올해가

29일∼9월 1일 괴산읍 임꺽정로에서 고추 축제가 각각 열린다. 음성에서는

5회째인 이 축제는 8∼10일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고추 축제 기념식과 고추 아줌마·미스터 고추 선발 대회 등 부대 행사가

‘오늘 만든 맥주를 오늘 마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안내 부스에서

열리고 고추 직거래 판매장이 개설된다. 괴산에서도 고추 요리 전시회,

성인 인증 후 입장해 쿠폰으로 안주와 맥주를 구입할 수 있다.(http://

고추 음식 체험 등 부대행사와 문화 공연이 예정돼 있다.

www.gama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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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문화재 야행 1차(8월 2~3일)

1

지방자치단체별 ‘야행’
강릉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강릉 문화재 야행’이 2일 강릉시 임영로 일대에서 열린다.(www.gncn.or.kr) 광주 동구가 주최하는 ‘동구 달빛걸음’은 9일 옛
전남도청과 서석초등학교, 광주읍성유허 일원에서 펼쳐진다.(https://blog.naver.com/dgyahaeng/) 같은 날 수원 문화재단도 수원시 정조로 일대에서
화성행궁을 둘러보는 역사 문화 이벤트를 진행한다.(http://culturenight.swcf.or.kr) 대구 중구도 23일 중구 남성로 일대에서 근현대 역사·문화를 살펴보고
청사초롱 퍼레이드를 하는 ‘대구 문화재 야행’ 행사를 연다.(http://heritage-night.jung.daegu.kr)

동구 달빛걸음(8월 9~10일)
수원 문화재 야행(8월 9~11일)
대구 문화재 야행(8월 23~24일)
한강자전거한바퀴(8월 15일)
경포 썸머 댕댕런(8월 17일)
전주 가맥 축제(8월 8~10일)
고추 축제

음성(8월 28~31일)
괴산(8월 29~9월 1일)

※ 축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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