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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초 및 야생화를 테마로 한 농경체험학습장으로 
자연관찰, 생태체험놀이, 생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유치원생, 초, 중, 고교생, 성인 등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각종 현장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다.

주요시설

시 설 명 내용

대강당 각종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농경유물전시관 재래부터 현대까지의 농기구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농기구 전시

생약초 표본실 실물 생약표본과 약재 전시

유기농채소하우스 유기농 채소 등 친환경농법 실천

생약초 허브하우스 생약초와 허브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공간

조류사육장 조류 사육

친환경 도서관 관내 어린이들의 문화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기타 부대시설 천연잔디 운동장 , 식당, 숙소 등

운영 프로그램 : 5개 분야

분야별 내용

농업.농촌 관련 교육 방학캠프, 귀농.귀촌 교육, 대안학교, 우프코리아

문화, 예술, 건축 관련 실전 건축학교, 문화예술 캠프

로컬푸드, 슬로푸드 전통차, 전통주, 적토우 육포, 장류 및 김장 체험

지역연결 관광 프로그램 정남진 토요시장, 우드랜드, 천문과학관, 물과학관 천관문학관 등

주요사업 >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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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체험비(원)

한방 향주머니 만들기 연중 10,000

천연비누 만들기 연중 10,000

허브화분 만들기 연중 10,000

로켓스토브 화덕만들기 연중 10,000

고대미 냄비밥 해먹기 연중 10,000

청태전 만들기 4월 ~ 7월 10,000

건강효소 만들기 3월 ~ 11월 30,000

시설 이용 안내

학교카페 운영 : 유기농 슬로우푸드 식단(1인 7,000원)
숙박 : 게스트 하우스 100,000원/ 캠핑텐트 1동(전기공급) 30,000원

시설물사진 및 체험장 전경

체험사진

예약문의

단체관람, 현장체험학습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단체관람,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

원예연구담당 (061-860-6542)

운영자

대표 한창본(010-6262-6492)

찾아오시는 길

위 치 :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 (구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381번지, 용산초교 관지분교장)
규 모 : 16,282㎡(4,93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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