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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소풍

벚꽃소풍벚꽃소풍  시즌시즌4(배달편배달편) 온택트온택트  페스티벌페스티벌

2021. 6. 12.(토토) 13:00 ~ 18:00
낭만의 여수밤바다 여행의 관문이자 젊은 여행자들의 휴식과 추억이 함께하는 곳 여수시 한려동입니다. 

이 거리에서 젊음의 생기가 봄기운과 어우러져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난답니다.

축 제 명 : 벚꽃소풍 시즌4(배달편)

일 시 : 2021. 6. 12.(토) 13:00 ~ 18:00

장 소 : 한려동 벚꽃길(여수고 담벼락 거리)

주최·주관 : 벚꽃소풍추진위원회

주요행사(온라인) : 어린이 사생대회, 어른이 글짓기 대회, 봄택트 플라워 클래스, 핑크피크닉(배달의 소풍), 소풍밀키트, 버스킹 공연, 포토존

참여방법 : 유튜브 라이브방송

행사일정

구구  분분

시시  간간

내내  용용 비비  고고

부터부터 까지까지 소요소요 (분분 )

사전행사

5. 1. ~ 5. 28. / 4주간 사생대회, 글짓기 접수

5. 29. ~ 6. 11./2주간 포토존 벚꽃소풍 행사장

6. 11.(1일간) 소풍 밀키트 개별세대 배달

본행사 (6.12.)

13:00 14:00 60 오프닝 공연

14:00 15:00 60 핑크 피크닉 사회자

15:00 16:00 60 봄택트 플라워 클래스 네이버 웨일

16:00 17:00 60 사생대회, 글짓기 전시 설명

17:00 18:00 60 공연, 시상식 사회자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culture_festa
/tour/culture_festa/youthful
/tour/culture_festa/youthful/2021
/tour/culture_festa/youthful/2021/2021_1
/tour/culture_festa/youthful/2021/2021_1


주요프로그램

구분구분 분야분야 주주  요요  내내  용용

프 로 그 램

핑크피크닉

대상 : 8팀(사전신청)

행사장에서 봄 소풍 체험

온라인 참여자는 봄 소풍 간접 체험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스태프 연출로 변경될 수 있음

봄택트 플라워클래스
대상 : 20팀(사전신청)

화상회의 프로그램(네이버 웨일) 이용 실시간 운영

어린이사생대회, 어른이글짓기대회

대상 : 시민·관광객 누구나

온라인 사전접수 : 2021. 5. 1. ∼ 5. 28. / 4주간

행사장 전시 및 온라인 전시작품 소개

소풍밀키트
대상 : 55세대

대면 최소화 위해 밀키트 문 앞 배달

벚꽃 포토존

기간 : 2021. 5. 29. ∼ 6. 11. / 2주간

야간 봄꽃 조명, 소품 활용 핑크 포토존 설치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기간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COPYRIGH T(C) BY YEOSUCITY. ALL RIGH T RESERVED.

타임테이블

13:00 14:00 15:00 16:00 17:00 비비  고고

오프닝 공연 리마인드봄 공연

꽃꽂이 클래스

어린이 봄꽃 사생대회

시상식

어른이 릴레이 문장계주

피크닉 진행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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