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즐거운 한가위 /연휴 행사2019년 9월 12일 목요일10

일 시 장 소 행 사 명 주최 주관

9. 12(목) 10:40 제주공항 및 제주항
(2부두)

추석연휴 귀성관광객 환영 행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9. 13(금) 13:00 삼양일동마을회관 추석맞이 마을 단합행사 삼양일동청년회

9. 13(금) 14:00 도련이동마을회관 추석맞이 마을 단합행사 도련이동청년회

9. 13(금) 14:00 현사포구내육각정 현사마을 주민화합 단합대회 이호동 현사마을회

9. 13(금) 18:30 두모리멋물쌈지공원 추석맞이 두모리민 노래자랑 두모리 청년회, 마을회,
노인회,부녀회

9. 13(금) 17:00 장전리사무소
2층 회의실

2019 장전리 한가위 한마잔치 장전리 새마을작은도서관

9. 13(금) 19:00 애월우체국앞 2019 한가위 애월리민 노래자랑 애월리청년회

9. 14(토) 14:00 제주대학교 체육관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개최 제주이주민센터

9. 14(토) 08:00 삼양검은모래해수욕
장입구

삼양 주말직거래장터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

9. 14(토) 09:00 ~ 금능해수욕장 금능리 마을 체육대회 금능리마을회

9. 14(토) 10:00 ~ 하도초등학교 제7회 하도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하도초등학교 총동문회

9. 14(토) 10:00 제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제27회 노형동민 단합대회 노형동연합청년회

9. 14(토) 10:30 ~ 명월초등학교 명월리민 한마음 잔치 명월리마을회, 청년회

9. 14(토) 11:00 ~ 한림고등학교 제4회 옹포리민 한마음 축제 옹포리마을회

9. 14(토) 11:00 ~ 송당체육공원 제14회 송당초등학교, 총동문한마음체육대회 송당초등학교 총동문회

9. 14(토) 11:00 북촌초등학교운동장 북촌초등학교총동문회 체육대회 북촌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1:00 (구)조수초등학교 제10회 조수1리 어울림 한마당 조수1리청년회, 부녀회

9. 14(토) 15:00 ~ 다랑쉬오름 다랑쉬오름 달맞이 축제 세화리 마을회

9. 15(일) 09:00 한경면체육관 제7회 제주시 수산업경영인대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9. 15(일) 11:00 도남초등학교 제9회 도남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도남동마을회/청년회,부녀회

9.15(일) 13:00~19:00 외도일동풋살구장 외도일동 추석맞이 노래자랑 외도일동 마을회

9.15(일) 10:00~14:00 도근천일원 월대마을 추석맞이 어울림한마당잔치 월대애향청년회

9. 13(금) 17:00 ~ 예래초등학교운동장 제4회 예래동민 추석맞이 한마음대회 예래동연합청년회

9. 13(금) 17:00 고근산 정상 제13회 서호고근산 추석 달맞이행사 대륜동서호청년회

9. 13(금) 18:00 감산리운동장 감산리 한가위 어울림마당 감산리청년회

9. 13(금) 18:00 회수로타리 2019년 회수마을 추석 맞이 노래자랑 회수마을청년회

9. 13(금) 18:00 신례새마을영농조합
법인선과장 앞

신례1리 마을노래자랑 신례1리청년회

9. 13(금) 18:30 신효마을회관 신효 추석맞이 노래자랑 신효동청년회

9. 13(금) 19:00 남원 용암해수풀장
공연장

제10회 추석맞이 남원포구 한가위축제 남원1리 마을회

9. 13(금) 19:00 사계리해안포구 사계리 한가위 노래자랑 사계리청년회

9. 13(금) 18:00 서광서리복지회관 추석맞이 서광서리 노래자랑 서광서리청년회

9. 13(금) 19:00 중문불란지야시장 2019년 중문마을 추석 맞이 노래자랑 중문마을청년회

9. 13(금) 19:00 대포복지회관 2019년 대포마을 추석 맞이 노래자랑 대포마을청년회

9. 14(토) 9:30
(개회식 10:30)

토산초등학교 교정 제12회 토산초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대회 토산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0:00 하원초등학교 제5회 하원마을 어울림 한마당 하원마을청년회

9. 14(토) 10:00 위미초등학교 제8회 위미초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 축제 위미초등학교 총동문회

9. 14(토) 10:00 흥산초등학교 제23회 흥산초등학교총동문가족단합대회 흥산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0:00 창천초등학교 제6회 창천초등학교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창천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0:00(등록 9:30~) 성읍1리 복지타운 제14회 성읍초등학교 총동문회 한마당축제 성읍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0:00 가마초등학교 가마초등학교 총동문회 단합대회 가마초등학교총동문회

9. 14(토) 10:00~15:30 가시리마을회관 및 문화센터 한가위 가시교 동문 가족 한마당 축제 가시교총동창회

9. 14(토) 10:00 하원초등학교 하원 마을 체육대회 하원마을청년회

9. 14(토) 11:00 성산국민체육센터 성산읍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성산포숨비로타리클럽

9. 14(토) 10:00 시흥초 운동장 시흥초등학교총동문체육대회 시흥초총동문회

9. 14(토) 17:30 강정초등학교 강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 강정마을회 및 각 자생단체

9. 14(토) 17:00 색달마을회관 색달 주민화합한마당 큰 잔치 색달동청년회

9. 14(토) 18:00 하례1리 노인회관 2019년 추석맞이노래자랑 하례1리 청년회

9. 14(토) 19:00 구두미포구 보목마을작은 음악회 보목마을회

9. 15(일) 11:00 중앙동 경로당 중앙동노인회 월례회의 중앙동노인회

9. 15(일) 11:00 하효다목적회관 하효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하효동청년회

9. 15(일) 11:00 남성마을 경로당 남성마을경로당 월례회의 남성마을 노인회

9. 15(일) 11:00 토평동 경로당 토평동 경로당월례회의 토평동노인회

9. 15(일) 11:00 서호경로당 서호노인회월례회의 서호노인회

9. 15(일) 19:00 위미1리 항구 추석맞이 리민과 함께하는
전통무용 공연 및 노래자랑

위미1리 마을회

우리 동네 한가위 행사

휘영청 보름달 뜨는 멩질날 잊혀진 우리 놀이 즐겨요

제주 박물관 곳곳 민속행사

휘영청 보름달 떠오르는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 제주지역 박물관 곳곳에서는 추석맞이 행

사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차츰 잊혀지는 전통 민

속놀이를 체험하고 미술 작품을 만나며 명절의 추

억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제주시 사라봉 자락 아래 국립제주박물관은

추석맞이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을 준비했다. 9월

12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차

려진다. 대형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고리 던지기, 팽이치기, 말뚝

이 떡 먹이기 등 다채롭다.

참가비는 무료다. 박물관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4)720-8093.

삼성혈과 이웃한 제주시 도심 제주도민속자연

사박물관은 13~14일에 걸쳐 추석 민속한마당 행

사를 벌인다. 박물관 광장을 주무대로 첫날은 오

후 2시부터 4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 4시까지 민속한마당이 잇따른다.

전통민속 놀이마당에서는 굴렁쇠굴리기, 고무

신차기, 사방치기, 투호놀이 등이 마련된다. 어린

이 놀이마당으로 가면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캐리커쳐,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위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빵 과자, 보리빵을 무료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민속놀이 경연은 부대 행사로 치러진다. 어린이

딱지치기, 어르신 투호놀이, 아빠 제기차기, 엄마

팔씨름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비 무료.

710-7693.

관덕정이 있는 원도심에 들어선 제주목관아 일

원에서도 민속놀이 마당을 풀어놓는다. 제주도 세

계유산본부 주최로 13일(오후 2~5시)과 14일(오

전 11~오후 5시)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목관아 망경루 앞마당에는 제기차

기, 팽이치기, 투호, 윷놀이, 딱지치기, 널뛰기 등

전통 민속놀이기구를 비치한다. 현장접수를 받아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민속놀이 경연대회도

연다.

의상 체험도 할 수 있다. 구군복과 장군복 등을

입어볼 수 있도록 했고 전통 혼례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부스에서는 전통컵, 전통백,

나만의 목걸이, 요술풍선, 캘리그라피 엽서, 바람

개비 등을 만들 수 있다. 둘째날에는 거문고 체험

(오후 2시 우련당),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과 전통

무예 시연(오후 4시 관덕정 광장)을 즐길 수 있

다. 710-671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

은 제주민속촌은 연휴 내내 민속 행사를 이어간

다. 추석 멩질 먹엉 갑써 를 주제로 내걸어 12일

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멩질 먹다 는 명절을

보내다 는 뜻을 지녔다.

제주민속촌은 방문객들을 위해 민속 연, 대나무

바람개비, 제기, 딱지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전통놀이인 그네타기,

지게발 걷기, 동차 타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굴

렁쇠 굴리기도 체험 가능하다.

공연장에서는 제주민속촌 전속 공연팀의 버나

돌리기, 민속 타악기 연주, 민속 어울림 공연 등

풍물한마당을 선보인다. 초가 체험가옥 공간에는

민속놀이 기구를 둔다. 지름떡, 떡메치기, 달고나

만들기, 몸에 좋은 풋귤청 제조 체험도 있다. 이

기간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의 절반을 할인해준

다. 787-4501.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본태박물관도

추석 연휴 이벤트를 펼친다. 입장료 할인, 민속놀

이 체험 등으로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엔 어린이 관람객(36개월 이상 초등

학교 6학년 이하)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복

을 입은 방문객은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10명 인원에 한해 단체 할인도 적용한다. 12~15일

연휴 기간에는 투호, 제기차기, 팽이 등 민속놀이

체험공간을 꾸민다.

현재 본태박물관에서는 전통 수공예품전, 백남

준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등 현대미술 작품전, 쿠

사마 야요이 상설전, 불교미술 소장품전 등이 열리

고 있다. 792-810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박물관에서 그네타기, 바람개비 만들기, 떡메치기, 달고나 만들기를 즐기는 아이들.추석 연휴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