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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과 경각산의 사랑이야기

먼 옛날 경각산은 모악산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구이면에는 생명의 근원, 풍요의 상징인 구이저수지가 생겨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사랑도 꼭 이루어질거예요~

스토리텔러 김미경

프러포즈투어 상품

참가비 10,000원 | 50쌍 선착순※ 상기 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연  프러포즈 뮤지컬 | 드레스show | 연애특강 토크콘서트 | 러브송 콘서트 | 두근두근 음악방송

플래시몹 프러포즈 등

전   시 세기의 프러포즈 | 사랑의 명언 | 프러포즈 유래와 성공법 | 사랑담은 세줄♡편지 | 커플사진 등

이벤트

상   품

사랑의 오작교 | 최강커플 찾기 ‘좋다고 말해’ (20팀) | 사랑의 세레나데 (10팀) | 드레스show (10팀)

황금커플링 | 포토촬영권 | 전북투어패스카드 | 행사장 유료 체험권 등  

사전신청 하GO 푸짐한 선물도 받GO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모전 | 이벤트 신청     •JTV 라디오방송에 사연 보내기 FM 90.1 MHZ 

공모전 커플·부부사진 | 세줄♡편지 | 프러포즈투어 상품 '사랑의 인증샷' (50팀)

체   험 재미로 보는 타로 | 은행알 사랑증표 | 두근두근 사랑패치 | 캘리그라피 청첩장 | 작은 결혼체험관

세줄♡편지 | 캐리커쳐 그리기 등

로컬존 디저트·간식·특산물·커플악세사리 등 판매 샵 운영 

두근두근 ost 음악방송(am) 제2회 완주 프러포즈 축제 오프닝
· 모악산과 경각산의 사랑이야기

최강커플 찾기
‘좋다고 말해’
 · 황금 커플링을 노려라! 

플래시몹 프러포즈

프러포즈 뮤지컬 축하공연 / 
연애특강 토크콘서트

드레스show

사랑의 자물쇠
구이저수지

사랑의 백일주
술박물관

프러포즈 라운지
주행사장 참가

11:00 11:20 13:40

14:00 15:0014:30

행복발전소 러브송 콘서트

16:00

프러포즈 라운지

주요행사

10:00

프로그램 안내

포토존 샤방샤방 러블리 포토 스팟 | 석고마임 ‘꽃을 든 남자’



모악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넓게 펼쳐진 산으로 정상 동쪽에 있는 쉰길바위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라하여 모악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경각산과 구이저수지가 맞닿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술테마박물관은 연중 

다양한 전시와 체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힐링-에듀테인먼트가 마련되어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 테마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경각산

구이저수지 동북쪽에 솟아 있는 암산으로 모악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패러글라이딩 

점프장이기도 합니다.

축제와 함께하는 완주관광 in 구이

축제장 찾아오시는 길

셔틀버스 운행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전주방면으로 500m → 21번국도(순창남원방면) → 구이

나들목 → 원당교차로 → 27번국도(순창방면) → 모악터널 

→ 도립미술관(약15분 소요)

호남제일문 → 팔달로 → 공설운동장 → 롯데백화점 → 이마트 

→ 백제로 → 꽃밭정이(평화동)네거리 → 27번국도 → 모악

터널 → 도립미술관(약40분소요)

•서전주 IC

•전주IC

09:30~18:30  수시 운행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원기리 1068-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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