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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2019년)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2019년) 홍보 영상 매년 여름, 전국에서,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남
진 장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원하고, 유쾌하고, 감동적인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정남진 물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9년에도 어김없이 물축제의 신화는 이어졌습니다.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젊음이 물씬, 장흥이 흠뻑! 이라는 슬로건으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로 펼쳐진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내외 51만 8천명이 방문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선
정 4년 연속 우수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11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라는 명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임을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축제는 즐거운 [레포츠]이다 물의 
도시 장흥에 정체성을 더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한껏 더 입힌 2019년 정남징 장흥
물축제! 1만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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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2018년)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2018년)홍보 영상 6년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3년연속 “문
화관광축제” 우수 축제 선정.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물이 들려
주는 장흥이야기 2018 정남진 장흥 물축제. -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주일 GREAT! - 장흥에 가장 큰 자
원은 물축제가 펼져지는 맑은 물, 푸른 숲 탐진강과 편백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
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은 정남진장흥물축제! 제11회째를 맞은 2
018 물축제는 물이 들려주는 장흥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일주일간 또 다시 대한
민국의 여름을 환희와 감동으로 덮겠습니다. 탐진강변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축제일정에 돌입
한 물축제는 축제에 장흥의 문화와 역사의 색채를 입혀 이야기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상 최
악의 폭염에도 무려 48만명이 다녀가는 등 인산인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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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령포 문화축제
함께 모여서 사랑과 그리고 정을 나누는 사랑나눔 품바가족이 떠들썩하고 그러면서도 흥겨운 생일잔치
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회령포 문화축제(회진면) 장동면 사랑나눔 품바가족 공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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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장평 명품 호두축제(2019년)

제8회 장평 명품 호두축제 (장평읍) 강강술래 퍼포먼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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