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낙안면 금산신전길 60 011-636-6048

010-3865-5734

061)754-6787

061)744-7473

※ 야간연장운영 9.1 ~ 10. 31   8:30 ~21:00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 9월 중

 순천시 중앙로 일원  http://sc-fafestival.comhp

매년  1 0 월  순천  낙안

읍성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낙안 백중놀이, 큰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연과 공연 및 

체험 행사가 편쳐진다.

낙안민속문화축제 / 10월 중

 주요프로그램 : 민속 문화행사, 공연, 경연, 체험, 장터 등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낙안읍성    순천시 낙안읍성 061)749-8850

 http://nagan.suncheon.go.k

1억송이 국화의 화려한 향연이 펼쳐지는 국화정원, 낙우송길을 따라 조성된 

라이트 정원, 코스모스와 분홍쥐꼬리새(핑크뮬리)로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비오톱 습지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순천의 가을 대표축제이다. 

정원 갈대 축제 / 9월 ~ 10월중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http://www.scgardens.or.kr/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내 일원

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드넓은 

갈대밭에서 축제가 열려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예술 ,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이 마련되어 있어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순천만 갈대축제 / 11월 중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061)749-5790

밤하늘의 별을 따다 정원에 펼쳐놓은 듯 다채로운 빛의 조형물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펼쳐진다. 산타&스노우쇼, 마리오네뜨 인형극,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밤에도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을 즐겨보자. 

별빛축제 12 ~ 2월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http://www.scgardens.or.kr/

장안창작마당은 40년간 맛있는 

정육식당이던 곳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순천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이곳에는 시민들이 

음식을 나누며 각종 모임을 열 

수 있는 장안부엌과 각종 만들기 

및 체험을 위한 장안공방,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장안여인숙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및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채로운 도심 속 문화예술을 느껴보자.

장안창작마당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한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의 ‘트롤리버스’는 

11개국 언어로 순천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도심순환

코스(순천역▶드라마촬영장▶국가정

원▶순천만습지▶웃장▶문화의거리

▶터미널)를 운영한다. 트롤리버스로 색다르게 순천을 담아 보는 건 어떨까?

트롤리버스(도심순환코스 시티투어)

순천 아랫장에는 해가 지면 낮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야시장이 열린다. 아랫장 

야시장은 2015년 12월에 개장한 이래 순천의 핫(hot)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디어가 담긴 각양각색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들뿐만 아니라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아랫장 야시장(매주 금,토)

청춘창고 

청춘창고는 일제강점기 곡식수탈을 위해 지어진 양곡창고였다. 6.25때의 

총탄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가 지금은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청년창업의 장으로 재탄생하였다 대만, 미국 길거리 음식 등 이색적인 먹거리와 

다양한 공예, 공연들이 펼쳐지는 뜨거운 청춘의 아지트이다.

, 넷째주 월요일 휴무

재미없는 축제는 이제 그만!

지역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남도음식의 메카인 순천음식과

문화의거리 등 지역의 수준높은

예술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새로운 도심재생 야간형 축제

순천시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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