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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박람회 정문 앞 개장식 박람회의 개장을 알림 4월 14일

주무대 개막식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쇼 4월 14일

주무대 폐막식 박람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 5월 7일

주무대

콘서트7080
7080 음악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

간
4월 15일, 17일, 21일, 30일, 5월 1일, 2일

MC레크레이션
관람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4월 17일, 5월 1일, 2일

해외민속공연 해외 공연팀의 다채로운 민속공연 4월 21일, 22일, 30일, 5월 6일

초청가수 특별공연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뮤지션들의 특

별 공연
4월 15일, 29일, 5월 4일, 6일

해조류 비빔밥 만들기
완도의 특산품인 전복을 이용한 비빔밥

만들기
5월 3일

세월호 3주기 추모공연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마당극 공연 4월 16일

자매결연도시 초청공연
완도군 자매결연도시가 선보이는 다양한

문화공연
4월 17일, 26일, 27일

대한민국 김의 날 행사 김 산업인의 활발한 교류의 장 4월 18일, 19일

바다 식목의 날 기념식(시상식)
전 세계 바다녹화운동의 시발점임을 표

명하는 장
4월 25일

시군유치프로그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
4월 20일, 21일, 22일, 25일, 27일

어린이 뮤지컬 레이디 버그 / 요괴 워치 공연 4월 23일,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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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별행사

어린이 뮤지컬 레이디 버그 / 요괴 워치 공연 4월 23일, 5월 5일

장보고 킥복싱대회 전국의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는 계기 4월 24일

최고의 드러머 김희현과 아우름
드러머 김희현과 아우름 예술단의 합동

공연
4월 26일

청해진국악경연대회
선의의 경연을 통해 국악의 우수성을 알

리는 대회
4월 28일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퓨전 국악 공

연
5월 3일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장
4월 29일

보조무대

완도 바닷말 인형극 해조류를 주제로 꾸며진 창작 인형극 5월 3일, 5일

맛있는 해조류 마술쇼 해조류를 이용한 마술 퍼포먼스 5월 3일, 5일

버스킹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4월 14일~5월 7일_12회

K-POP 스트리트댄스 화려한 K-POP 댄스 퍼포먼스 공연 4월 14일~5월 7일_12회

MC레크레이션
관람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4월 14일~5월 7일_30회

해외민속공연 해외 공연팀의 다채로운 민속공연 4월 14일

완도문예인공연 완도군민으로 이뤄진 문화단체 공연 4월 15일, 19일, 22일, 23일, 25일, 29일

플라자광장

수중아트 퍼포먼스
전설의 싸이렌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수중 공연
5월 3일, 4일

해초방울 버블쇼 버블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버블쇼 4월 14일~5월 7일_24회

스트리트마임 퍼포먼스
박람회장 곳곳을 가득 채워줄 거리 퍼포

먼스
4월 14일~5월 7일_36회

해조류 김밥 만들기
완도의 특산품인 명품 김을 이용한 김밥

만들기
4월 16일, 5월 5일

완도문예인공연 완도군민으로 이뤄진 문화단체 공연 4월 15일, 22일, 29일, 5월 5일, 6일

퍼레이드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킬러 콘텐

츠
4월 14일~5월 7일_20회

박람회장

내 요리교실
한국 수산물(광어/전복) 요리대회 광어와 전복을 주재료로 한 요리대회 4월 14일

해조류 

요리교실

박람회장

내 요리교실
싱싱생생 영양만점 해조류 요리교실 요리 전문가 강연 4월 15일~5월 6일_상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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