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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여행 >  체험마을

봉조농촌체험휴양마을(봉조농촌체험학교)

즐겁고 보람있는 체험 활동이 가득한 봉조농촌체험학교

섬진강의 맑은 기운과 지리산 따뜻한 숨결을 품은 산골 마을 봉조리 입구에는 오랜 시간동안 마을과 함께 한 작은 시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시로 아이들이 떠나면서 비록 그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지만, 이제 그 시골 학교는 봉조 마을 어르신들이 농촌 선생님이 되어 우리 아이들

에게 시골의 넉넉함과 농촌의 풋풋한 생기를 함께 나누는 <봉조농촌체험학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봉조농촌체험학교’를 중심으로, 봉조리의 논과 밭에서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을 비롯한

창의 체험 활동들을 초, 중, 고 학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마을 ‘봉조리’가 여러분을 두 팔 벌여 환영합니다!!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 체험시설 (최대수용인원 180명) : 농촌체험학교

- 식당시설 (최대수용인원 0명) : 없음

- 숙박시설 (최대수용인원 0명) : 없음

- 상품 판매장 : 없음

- 인근관광지 : 섬진강, 지리산 

- 지역 축제 및 마을 축제 : 곡성 세계 장미 축제

정보없음

연중무휴

유료(아래 상세내역 참조)

없음

없음

주소 오곡면 봉조길 114

전화 061-362-5268

추천 1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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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프로그램]

- 계절별 농사체험 (4~11월)

· 가격 : 15,000원

· 최소인원 : 40명

· 주요내용 : 상추,모내기,감자,매실,옥수수,밤, 고구마, 감 등 계절별 농산물 수확 체험 활동 

- 창의 체험 [예술 공예] (4~11월)

· 가격 : 15,000원

· 최소인원 : 40명

· 주요내용 : 천연염색, 천연비누, 나무액자 등 예술 공예 체험명

- 창의 체험 [식생활] (4~11월)

· 가격 : 15,000원

· 최소인원 : 40명

· 주요내용 : 꿀마늘쨈, 밤쨈, 고구마 핫도그, 인절미떡메치기 등 음식 만들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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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조농촌체험휴양마을(봉조농촌체험학교) : 오곡면 봉조길 114 대중교통길찾기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오곡면 봉조길 114

061-362-5268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봉조농촌체험휴양마을(봉조농촌체험학교)

(http://www.gok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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