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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일시 / 장소 / 시상

신주미 봉정 릴레이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며 쌀을 내는 신주미 봉정 행사에
다음 주자 두명을 지목해 이어가는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5.20 ~ 6.5

단오체험팩
나누기

단오체험촌 대표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세요.
신청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네이버폼 작성

6.1 ~ 6.28 (선착순1500명한정)
단오컬러링엽서, 단오부채,
관노탈, 단오등, 단오스티커

단오갈래 챌린지

강릉단오제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인증하며 랜선나들이를
떠나보세요. (강릉단오제 사진 : 강릉단오제위원회 제공사진 및 본인사진
사용 가능)

6.1 ~ 6.28
시상 : 에어팟프로, 15만원
상품권, 10만원 상품권

영산홍 챌린지

강릉단오제의 공식 노래, 영산홍가를 편곡한 신나는 곡에 더 신나는 댄스를
따라한 영상을 SNS에 올려주세요.(안무 : 강릉단오제위원회, 유튜브 제공)

6.5 ~ 6.28
시상 : 아이패드프로4세대,
에어팟프로, 10만원상품권

단오놀이단 단따라

강릉단오제를 알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단따라!
강릉관광지와 시내 곳곳에서 만나는 단따라를 응원해주세요

5.20 ~ 6.28

단오굿 LIVE

천년단오의 핵심인 단오굿, 친절한 해설이 더해진
단오굿을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6.23 ~ 6.28
강릉단오제굿LIVE
공식유튜브

배달의 단오

강릉단오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통한 분들께
단오 나눔의 정신으로 수리취떡과 단오주를 배달해드려요

6.21 ~ 6.28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랜선 길놀이

어느새 10년! 신통대길 길놀이의 10년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와 특집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강릉단오제
알쓸신잡

강릉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웰메이드 영상으로 해결해보세요.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전통연희한마당,
지역예술인한마당

방구석 1열 단오콘서트! 국가무형문화재공연(관노가면극, 강릉농악, 강릉학산
오독떼기,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와 지역 대표 공연의 감동을 만나보세요.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신주 교환

신주미를 봉정한 분들의 특권!
신주교환권 1매당 신주1병씩 교환해 드려요.

6.21 ~ 6.28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광장부스

온라인 사투리대회

강릉사투리 고수들이 전하는 강릉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접수 6.8 ~ 6.23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창포주 선발대회

창포로 담그는 전통주의 깊은 맛을 겨루고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접수 3.2 ~ 3.11
품평회 6.22
강릉단오제 공식유튜브

단오소원등 밝히기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난 단오등을
밝히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6.16 ~ 6.27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광장부스

온라인 청소년
단오축제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D.Y.F!
방구석OT, 온라인골든벨,SNS이벤트,청소년트로트가요제

6.21 ~ 6.30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