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계절 가을. 그 자연을 무대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제주올레걷기축제’에 초대합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과

제주

전통문화

체험,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입니다.

제주올레걷기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온
도보여행자,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 제주를 담은 체험과 먹거리를 선보이는 지역주민들,
감동적인 공연을 펼치는 출연진 등 1만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사흘간 제주올레 길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그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단법인 제주올레

1. 전체일정 및 장소
‐ 2019년 10월 31일(목) 제주올레 8코스 정방향 (약천사~논짓물)
‐ 2019년 11월 1일(금) 제주올레 9코스 역방향 (화순금모래해수욕장~논짓물)
‐ 2019년 11월 2일(토) 제주올레 10코스 정방향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하모체육공원)
2. 개막식
‐ 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 8시15분~9시40분
‐ 장소: 약천사 잔디광장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
‐ 주요 프로그램:
 축하공연: 중문마을 어울림합창단, 드러머 리노, 해군제주기지 군악대 공연



참가자 모두와 함께하는 몸풀기 막걸리댄스
초청자 전원 천 찢기 퍼포먼스로 입장, 무대 위 리본풀기로 축제 시작 알림

‐ 참석자: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및 일반 참가자 3,000여명
‐ 개막식 내용 ※ 공연 순서와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15 체조 및 식전 공연 ‘중문마을 어울림합창단’
08:30 축하 공연 1 ‘드러머 리노’
08:50
09:00
09:10

축하 공연 2 ‘해군제주기지 군악대’
VIP 행사장 부스 도착 (아래 사진 속 빨간색 부스)
참가자 모두와 함께하는 몸풀기 막걸리 댄스

09:23

VIP 무대 입장 순서대로 잔디광장 입구에서 대기
개막식 공식 행사 시작
VIP 잔디광장 입구에서 무대 방향으로 천 찢기 퍼포먼스와 함께 이동
사회자 호명에 맞춰 VIP 한 명씩 무대 위로 입장 참가자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

09:30
09:33
09:36
09:40

환영의 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제 10주년 기념 소감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VIP 무대 위에서 사회자 안내에 따라 리본풀기 퍼포먼스 진행
개막식 종료

09:20

* 행사장 및 주차장 안내

* 약천사 주차장은 행사 당일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 여러분께서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앞 유리에 행사 차량 비표를 부착해 주세요. (행사 차량 비표 차후
전달 예정)
* 개막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하셔서 잔디광장 입구 VIP 부스로 오시면 됩니다.
* 드레스코드는 ‘캐주얼 아웃도어’입니다. 행사장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장 착용 지양해 주세요.
* 축제 개막식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제주올레 장민석 064‐762‐2172 / minsep5@jejuolle.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