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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회 함평 나비대축제 2, 3 함평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명 및 나비 분수

“생태체험·문화 넘실대는
‘함평 나비대축제’로 놀러오세요”
3년 만에 재개…5월 8일까지 엑스포공원·읍 시가지 일원서
전남 지역의 대표 봄 축제인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비·황소주차장 일대에서 농특산품

관람객을 맞았다.

판매장을 운영하고, 읍 시가지와 축제장 연계 프로그램을 상시 가

지난 4월 29일 개막한 축제는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

동 중이다.

제로 5월 8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열

꽃과 나비로 가득 찬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

린다.

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엑스포공원 일원에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

군의 상징 나비인 호랑나비를 비롯해 23종 22만 마리 나비와 각종

경관 조명이 더해져, 형형색색 빛으로 수 놓인 색다른 모습을 만날

관련 공연 및 체험행사들까지 다채롭게 구성해 관람객의 오감을

수 있다.

사로잡고 있다.

또 저녁 시간 이후 가족, 친구, 연인과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특히 나비 놀이터, 소원 터널, 수생식물관 등 신규 프로그램과 어린

있는 ‘함평 자동차 극장’도 축제 행사장 인근에 준비했다. 엑스포공

이날 각종 이벤트는 물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사

원 황소주차장에 지난 1월 개장한 이래 2개 상영관(나비관·황금박

랑앵무새 먹이 주기, 야외 나비 날리기 등을 선보였다.

쥐관)을 운영 중이다. 매주 신작을 개봉하며, 비대면 문화 명소로 인

함평나비 미디어 파사드, 꽃과 정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 등 문

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화예술 행사도 다채롭다.

군 관계자는 “3년 만에 손님맞이를 나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많은

군은 이번 축제를 ‘나비=함평’, ‘함평=청정=친환경’이라는 지역 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

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경제를 활

복이 성큼 다가온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여러분 모두 함평

성화하는 행사로 기획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축제를 병행

에 오셔서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안전·안심 축제’를 지향한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나비 놀이터, 나비 곤충 체험 행사
가, 잔디광장에선 나비관찰 공간을 운영 중이다. 또 투어 기차를 배
치해 함평읍 시가지와 연계해 이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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