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세계로_앞면 CMYK 4도420*250mm

거제 어촌체험마을

2016. 07. 28 19:00 22:00
거제종합운동장 MC 홍지민

MC 홍지민

비투비

쌍근어촌체험마을

이수도어촌체험마을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권역으로 드나듦이 심한 리아
스식 해안, 기암절벽, 500년 이상된 포구나무 숲 등
뛰어난 자연경관 감상과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
자원의 바다낚시 체험, 갯벌생태체험, 어촌 야영체
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풍광의 이수마을은 거가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라이스식 해안, 기암절벽 등
뛰어난 자연경관 감상과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
자원의 바다낚시체험, 어촌야영체험, 섬 탐방, 사슴
농장 견학 등 문화 및 다양한 어촌체험이 가능하다.

ㆍ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남부해안로 1094
ㆍ연 락 처 : T. 055-635-4115 / M. 010-5155-0503
ㆍ홈페이지 : http://ssanggun.seantour.com
ㆍ숙박시설 : 민박 / 35~40인용 1칸, 23~25인용 1칸, 13~15인용 2칸, 8~10인용 2칸, 3~4인용 3칸
ㆍ프로그램 : 갯벌체험, 통발체험, 자망체험, 정치망체험

ㆍ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길 10
ㆍ연 락 처 : T. 055-681-2501 M. 010-6773-6244
ㆍ홈페이지 : http://isudo.seantour.com
ㆍ숙박시설 : 20인용 2칸, 8인용 2칸
ㆍ프로그램 : 낚시체험, 선상낚시체험, 자망체험

다대어촌체험마을

계도어촌체험마을
거제시의 갯벌 체험장으로서 다양한 바다체험과
해안 산책로를 따라 테마관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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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 올스타즈

ㆍ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11
ㆍ연 락 처 : T. 055-633-1064 / M. 010-4858-1085
ㆍ홈페이지 : http://dadaeri.seantour.com
ㆍ숙박시설 : 민박 / 4인용 3개소, 20~인용 1개소, 50~200인용 1개소
ㆍ프로그램 : 갯벌체험, 유람선체험, 바다래프팅, 게막이 체험, 통발체험, 선상낚시, 지인망체험

2016
스포츠와 함께하는 여름축제

07. 28 07. 31

가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바다에
닭 모양의 닭섬이 있어 닭섬몰 계도마을이라 하였다.
계도섬 탐방, 해수욕, 미더덕가공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이 가능하며, 입맛을 돋우는 미더덕 해초
비빔밥도 맛볼 수 있다.
ㆍ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837
ㆍ연 락 처 : T. 055-632-2515 / M. 010-7197-0484
ㆍ홈페이지 : http://gyedo.seantour.com
ㆍ숙박시설 : 민박 / 2인용 3칸, 10인용 1칸
ㆍ프로그램 : 노배낚시체험, 선상낚시체험

도장포어촌체험마을

ㆍ행사 당일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도장포는 거제시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서 바람의
언덕, 신선대, 유람선을 이용한 외도 ~ 해금강 ~
매물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선상낚시, 스
킨스쿠버, 가두리어업체험 등 자연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ㆍ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1길 76
ㆍ연 락 처 : T. 055-638-2202 / M. 010-9408-2202
ㆍ홈페이지 : http://dojangpo.seantour.com
ㆍ숙박시설 : 민박 / 6명~10인용 1칸, 4명~6인용 1칸, 4명~2인용 1칸
ㆍ프로그램 : 바다낚시, 선상낚시체험, 좌대낚시체험, 도자기체험

방송협찬

주최ㆍ주관

후원

바다로세계로_뒷면 CMYK 4도420*250mm

07. 29 Fri

07. 30 Sat

07. 31 Sun

와현모래숲해변
포니라이더 10:00 - 17:00
바다가 보이는 라디오 14:00 - 16:00

포니라이더 10:00 - 17:00
바다가 보이는 라디오 14:00 - 16:00

히든키를 찾아라 14:00 - 16:00

구조라해수욕장

구조라 어드벤쳐 체험관 / 럭키 스트라이크 /스크린 야구왕 10:00 - 18:00

히든키를 찾아라 14:00 - 16:00

구조라 어드벤쳐 체험관 / 럭키 스트라이크 /스크린 야구왕 10:00 - 18:00

포니라이더 10:00 - 17:00
바다가 보이는 라디오 14:00 - 16:00
히든키를 찾아라 14:00 - 16:00

BNK경남은행배 전국핀수영대회 09:00 - 18:00

헤나체험 10:00 - 18:00

헤나체험 10:00 - 18:00

카약체험 10:00 - 17:00

카약체험 10:00 - 17:00

카약체험 10:00 - 17:00

수상 오토바이 체험 12:00 - 15:00

바다로세계로 뷰티바디 챔피언쉽 16:00 - 21:00

하이트진로배 플라이보드 & 프리스타일 11:00 - 17:00

해변인디시네마 <낮술> 21:30 - 24:00

해변인디시네마 <안녕, 투이> 19:00 - 21:30

맨손고기잡이 체험 13:30 - 15:00
WATER BOOM 15:00 - 17:00
수상 오토바이 체험 15:00 - 17:00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 19:00 - 21:00 크라잉넛, 뷰렛, 정상수&종수(힙합), 리빙고, 트레바리
수상불꽃쇼 21:00
해변인디시네마 <족구왕> 21:30 - 24:00

학동흑진주몽돌해변

해변 JAZZ 콘서트 18:00 - 20:00
해변인디시네마 <낮술> 21:00 - 23:00

청소년 오케스트라 18:00 - 18:20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18:20 - 20:00

거제 樂 Festa 18:00 - 20:00
해변인디시네마 <안녕, 투이> 21:00 - 23:00

HIDDEN SINGER LIVE 20:00 - 21:00
해변인디시네마 <족구왕> 21:00 - 23:00

지세포항
거제요트체험 14:00, 15:30

거제요트체험 14:00, 15:30

거제시장배 드래곤보트 대회 11:00 - 17:00
거제요트체험 14:00, 15:30

협

찬

거제알로에테마파크 / 거제바람의핫도그 / 와현유람선 / 구조라유람선 / 거제몽돌빵 / 거제맹종죽테마파크 / 남부유람선(장사도)

장소협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 구조라정보화마을 / 학동마을회 / 와현마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