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춘천에서 가을 정취 만끽하고 레저축제를 즐기자”

춘천국제레저대회 ‘레저랜드’
카누 · 펀아처리 등 체험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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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춘천국제레저대회 액션 스포츠
킹카누·BMX·클라이밍 2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5 ‘나만의 카누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1

입장은 무료이며,

수 케이블카도 가볼 만하다.

클럽 파티와 판도라

의암호 둘레길에 있는 카누 체험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객을 압

게임 등 일부 체험

도한다. 카누는 의암호에 홀로 남아 평온한 단절감을 선사하고 황

행사는 선착순으로

홀경에 빠지게 한다.

신청받는다. 또 두 바퀴로 타 봄내(자전거) 대회의 경우 현재 춘천레

올해 개장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도 의암호와 삼악산을 배경으로

‘레저의 도시’로 불리는 강원 춘천시는 대표 국제 행사인 ‘춘천국제레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듯 레저 테마를 통해 춘천에서 즐거움

저조직위 홈페이지에서 일반 관람객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만큼 수상스키, 카누 체험 등 의암호 위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저대회’를 9월 23~25일 송암스포츠타운과 의암호 일대, 공지천 등

과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프로그램에 담겼다.

송암스포츠타운으로 가는 길도 전용 셔틀버스가 개설돼 춘천역 등

구경할 수 있다.

에서 진행한다.

플레이랜드, 컬쳐랜드, 키즈랜드, 힐링 랜드로 구성한 테마파크는 캠

주요 교통시설에서 30분 이내에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춘천에서의 레저 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

애초 8월과 9월 사이 매년 열렸던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

핑 브랜드 페어부터 카누 진수식, 펀아처리(활로 하는 양궁 서바이

레저대회 관람 후 인근에 있는 의암호에서의 카누 체험과 삼악산 호

으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

에 올해부터 연중 분산해 열린다.

벌) 게임, 그리고 춘천 마임 공연까지 레저 테마를 다양한 연령대가

대회는 ‘레저랜드’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레저축제로 펼쳐진다.

대회는 스케이트보드, 3X3 농구, 클라이밍(스피드), 인라인(스피드·

연중 상시 체험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 레저아카데미’와 ‘내

춘천레저조직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한 시민들의 야외활

슬라럼), 킹카누 레이스, e스포츠, 등산 페스티벌, 두 바퀴로 타 봄

카누는 내가 만든다’ 사업은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회 참여를 통해 레저문화 관심도 증진과 레

내(자전거) 등 9개 종목이 치러진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레저 도시’ 원년의 해로 삼기로 했다.

저도시 육성을 목표로 ‘레저랜드’를 구성했다.

또 다이내믹 스트리트쇼 공연과 클럽 파티 등 레저 테마파크라는 스

가을 이맘때가 되면 문화 도시 춘천에는 축제와 행사들로 풍성하지

테마파크 형태의 대규모 축제를 통해 가족·연인과 함께 즐거운 한때

토리 구성과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로 관람객에게 짜릿한 장관과 흥

만, 레저 도시답게 춘천국제레저대회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따사로

를 보내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행복한 순간을 선사한다.

미와 더불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운 가을 햇살 아래 의암호에서 레저의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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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레저조직위는 여가 활동으로 레저 스포츠 수요가 늘어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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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레저대회를 방문한 이들의 사후 레저 체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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