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 면 / 마 을 정   보 체   험     비   용  (원) 숙   박  (원) 세 미 나 실 (원)

봉동읍

서두마을  서정길 90

 261-6833

 http://seodoo.invil.org

생강청

생강한과

생강한과(비대면용)

생강찹쌀도너츠

생강초코도너츠

생강청키트(비대면용)

진저빼빼로

진저쿠키

10,000

10,000

12,000

10,000

10,000

12,000

10,000

10,000

용진읍

도계마을  봉서로 198

 244-0684

 http://bongseogol.

 invil.org/index.html

매듭마스크걸이

비지완자만들기

전통두부만들기

고무신반려식물키우기

김장김치 담그기

5,000

8,000

10,000

10,000

15,000

최대 50명

 100,000

두억마을  두억길 13-12

 247-0050

 https://cafe.daum.net/

 happybongse

과거시험(전통놀이)

움집만들기

숲 놀이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유기농팝콘만들기 

마을 이야기 담은

지게장단공연(회)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0

/500,000

*2인실/10개

40,000

최대 40명

200,000

소양면 

오성마을  오도길 73

 243-1022

 www.osvillage.net

한복,다도

대통밥만들기

대통화분만들기

15,000

15,000

7,000

*2인실/1개

80,000/100,000

*4인실/2개

120,000/150,000

*8인실(단체)/1개

평일 240,000

주말 300,000

최대 20명

100,000(1시간)

위봉마을  송광수만로 762-10

 241-0950

 위봉산성마을.kr

역사문화탐방

도자기체험

버터쿠키체험

구들장체험(4인이상)

7,000

30,000

10,000

10,000(1인)

*4인실/2개

80,000/100,000

*7인실(2룸)/1개

평일 120,000

주말 150,000

최대 30명

80,000(1시간)

인덕마을  인덕길 245-17

 241-7887

 cafe.naver.com/

 indeok1004

농작물수확체험

(참나물,감자,고구마)

참나물건강피자

참나물수제버거

참나물칼국수

트렉터마차

5,000

9,000

8,000

9,000

2,000

최대 70명

200,000

읍 면 / 마 을 정   보 체   험    명     비   용  (원) 숙   박  (원) 세 미 나 실 (원)

구이면 

안덕마을    장파길 72

   227-1000

   www.poweranduk.com

황토한증막

한방향기주머니

인절미만들기

쑥뜸

10,000

7,000

8,000

10,000

*4인실/8개

100,000

*6인실/2개

 150,000

*8인실/2개

 200,000

*12인실/1개

 280,000

최대 60명

 250,000

고산면

창포마을    대아저수로 385

   261-7373

   www.changpovil.com

천연창포샴푸

창포천연비누 

하바리움

떡메치기

녹두빈대떡

떡갈비버거

천연염색

다듬이(회당)

아쿠아포닉스(동절기 제외)

10,000

7,000

12,000

6,000

10,000

10,000

7,000

300,000

12,000

*4인실/3개

 80,000

*10인실/1개

200,000원

*4인실/4개(황토방)

 100,000

*세미나실

대여 150,000원

숙박 450,000원

최대 30명

운주면

고산촌마을    대둔산로 1858-78

   010-9573-7099

청소년 숲해설 숲밧줄

놀이 트리클라이밍

10,000(1인)

20,000(1인)

경천면

오복마을    오복대석길 22

   261-9900

   http://gcharu.com

커피콩쿠키만들기

편백나무컵받침

곶감쌈만들기

산딸기레몬청

칡넝쿨리스만들기

10,000

5,000

15,000

15,000

10,000

경천애인마을    오복대석길 45

   010-4124-3275

   www.경천애인.com

깡통열차타기

천연염색

농작물수확

(감자, 고구마, 옥수수)

조물조물 인절미만들기

반려식물(다육) 만들기

미꾸라지잡기

물놀이(수영장)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숙박객 무료)

*2인실/5개

 70,000

*3인실/5개

 100,000

*4인실/6개

 100,000

*6인실/4개

 120,000

*10인실/1개

 150,000

*15인실/1개

 200,000

최대 50~100명

300,000

원용복마을    대둔산로 512

   262-1717

캘리그라피양초만들기

지끈모빌만들기

두부달걀찐빵만들기

10,000

10,000

10,000

완주군농촌체험휴양마을               완주군 관광지 방문시

운영기간ㅣ2022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ㅣ「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ㅣ

구분 기준인원 지원금액 지원조건 비고

단체

관광객

당일

관광

내·외국인

5인 이상

1인 5,000원
① 유·무료관광지 1개소 이상(농촌체험마을 유료체험 포함)

②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여행사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유료관광지·농촌체험

마을이 휴관 등 현지사정

에 따라 미운영시에는 완

주군과 협의 후 음식점, 

카페 등 기타이용시설로 

대체 인정 가능

숙박

관광

1박 1인 10,000원

① 유·무료관광지 1개소 이상(농촌체험마을 유료체험 포함)

②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③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2박 1인 15,000원

①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이상(농촌체험마을 유료체험 포함)

②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③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기획관광
내·외국인

15인 이상

400,000원

/ 버스1대(부가세 포함)

① 웰니스 관광지 및 체험 관광지(5개소 중 1개소 이상 유료 체험)

*기획관광 대상지(구이안덕마을, 봉동서두마을,

경천애인마을, 대승한지마을, 술테마박물관)

②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코레일(철도)

연계

내·외국인

15인 이상

200,000원

/ 버스1대(부가세 포함)

① 유·무료관광지 1개소 이상(농촌체험마을 유료체험 포함)

②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신청절차ㅣ

관광 사전계획서 제출(관광시행 7일전)

 (여행사→군)

지급 신청서 제출(관광 후 15일 이내)

 (여행사→군)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군→문화관광과)

인센티브 지급

(군→여행사)

문       의ㅣ완주군 문화관광과(063-290-2623) *신청서 다운로드 : www.wanju.go.kr

              체험학습 가능한 모든 마을과 관광지 방문시

운영기간ㅣ2022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ㅣ완주군 관광 예정자(개별 2인 이상, 단체 10인 이상)

지원내용ㅣ체험비, 식사비, 숙박비, 버스임차료 중 일부

구분 지원 혜택 지원 조건

개별 관광객
숙박비의 20%(1팀 최대 100,000원) *최소 인원 : 2인 이상

- 완주군 관내 숙박(1박 이상) / 완주군 관광 사진(2컷 이상)

단체

관광객

당일

관광

체험&식사비 중 일부 지원(택 1건, 1인 최대 10,000원)

*최소 인원 : 10인 이상

*최소 인원 : 10인 이상

- 관내 유료 체험, 식사 등(3회 이상 이용)

숙박

관광

체험&식사&숙박비 중 일부 지원(택 2건, 1인 최대 20,000원) *최소 인원 : 10인 이상

- 관내 유료 체험, 식사 등(4회 이상, 숙박 1박 이상 이용)

버스 임차료

관광버스 임차료 중 일부 지원 

※버스회사에 직접지원 – 부가세 포함

지역 인 원 지원혜택

전북
20인 이상 200,000원

30인 이상 300,000원

그 외
20인 이상 300,000원

30인 이상 400,000원

*최소 인원 : 20인 이상

- 관내 소비금액 1인 기준

20,000원 이상 소비(영수증 증빙)

신청절차ㅣ

방문 전 신청서 접수

(wt3930@daum.net)

신청서 검토 및

확정 안내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결제

(신청자→센터) (센터→신청자) (신청자→센터) (센터→방문지)

문       의ㅣ완주군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063-290-3933)  *신청서 다운로드 : www.완주관광.com

혜택 PLUS TIP!혜택1

혜택2

#자연학습체험 #역사/문화체험 #이색문화체험

#액티비티체험 #직업체험 #농촌체험 

완주군
체험학습안내

2022년 체험학습은
완주에서 똑똑하게!



역사/문화체험 액티비티체험이색문화체험

직업체험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어뮤즈월드)
어뮤즈월드란? amuse_사람을 재미있게 하다.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창의력 및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해주는 다양한 콘텐츠의 이색 체험이 실현되는 문화 놀이터입니다.

이용시간ㅣ10:00-18:00(연중무휴) 평일: 예약제 운영/ 주말, 공휴일: 상시운영

입장시간ㅣ1부 10:00 > 2부 12:00 > 3부 14:00 > 4부 16:00

이용요금ㅣ2시간 28,000원/ 4시간 40,000원 * 단체예약 시 상담 후 조정가능

운영규칙ㅣ어뮤즈월드 공간내 노어덜트 권장

체험안내ㅣBIG FIVE: 아트, 사이언스, 라이프스타일, 안전&교육, 엔터테인먼트

단일체험권: 아트, 요리, 사이언스, 스포츠, 크리에이터, 블럭빌리지, 

VR, 오락실, 안전재단119

주       소ㅣ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82

문       의ㅣ063-245-2456

놀토피아
집중력 및 전신신체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 힐링, 단합, 체험,

협동심 함양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대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이용시간ㅣ10:00-17:00(월요일, 명절, 연휴 휴무)

이용요금ㅣ

구분 청소년,어린이 성인 비고

평일 6,000원 7,000원
기본(1시간)

주말 8,000원 9,000원

체험안내ㅣ클라이밍 25종, 정글짐, 볼풀, 트램펄린, 농구대, 

한궁, 스크린골프, 스크린테니스, 미니풋살장

주       소ㅣ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문       의ㅣ070-4100-1100

완주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22년 8월 개관예정)

체험안내ㅣ완주역사체험, 공성전투체험, 검술체험(VR), 활쏘기체험, 조총체험

주       소ㅣ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문       의ㅣ070-4100-1100

이서물고기마을

이용시간ㅣ10:00-18:00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ㅣ3세 미만 무료 / 대인 7,000원 / 소인 8,000원 / 단체 6,000원

 / 각종 할인대상자(증명가능자) 6,000원 *물고기 먹이 포함된 가격

체험안내ㅣ기본 실내동물원 체험장, 관상어 관람, 물고기 먹이주기, 잔디밭,

뗏목타기, 물고기 만져보기 *입장료 별도 :물고기 잡기, 가족 낚시

주       소ㅣ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311

문       의ㅣ063-213-8400

꿈나무체험관찰학습장

이용시간ㅣ11:00-17:00

이용요금ㅣ입장료 6,000원 / 체험패키지 10,000~20,000원

체험안내ㅣ이야기가 있는 동물체험, 텃밭 채소 체험, 유·무정란감별, 병아리 부화,

알탈출게임(상품으로 새알을 드립니다)

주       소ㅣ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696-23

문       의ㅣ010-4189-7100

드림뜰힐링팜

이용시간ㅣ화~토 09:00-18:00, 일요일 13:00-18:00(월요일 휴무)

이용요금ㅣ체험별 15,000~30,000원 

체험안내ㅣ소망 마리모만들기, 다육식물 테라리움만들기, 힐링 꽃바구니 만들기, 

천연가습기 수경화분만들기, 안개꽃디퓨저만들기, 반려식물 토피어리

만들기, 숲체험 *프로그램은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예치유프로그램 신청 시 동물 먹이주기 체험은 무료

주       소ㅣ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348-13

문       의ㅣ063-246-3337 / 010-6333-1695 (교육 1주일 전 예약)

말순농장

이용시간ㅣ수~일 10:00-18:00

이용요금ㅣ체험별 3,000~15,000원 / 패키지 20,000원 

체험안내ㅣ말타기, 먹이주기, 미술체험, 농장체험

※ 사전예약 필수

※ 말타기는 24개월이상 40kg이하의 어린이만 가능

주       소ㅣ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82-1

문       의ㅣ010-5686-6693

꿈꾸는아이
유,청소년들에게 전문직업의 직접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스로 진로, 직업탐색에 대한 흥미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이고 창의적인 직업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장입니다.

이용시간ㅣ09:30-16:00(일요일 휴무)

이용요금ㅣ

오전권

(09:55-12:10)

오후권

(13:00-15:15)

종일권

(09:55-15:15)

24,000원 24,000원 43,000원

체험안내ㅣ매지션(마술), 뮤지컬, 난타맨, 웹툰작가, 미디어랩(방송), 안정환 축구교실(FC), 뷰티스타일러(특수분장), 재생아트, 천연공

방, 목공예, 에코패션, 로봇코딩, 드론코딩, 윙슈트, 피지컬코딩,(로봇축구,까미), 로봇암(두봇), 홈IOT전문가, 미디어아트, 전투기 조종

사, 항해사(선박), 불이야(VR), 꿈꾸는 요리왕, 꿈꾸는 베이커리, 쌀 베이킹, 슈가크래프트(설탕공예) 꿈브레드, 쇼콜라티에(초콜릿), 바

리스타, 대통령 경호원, 진단의학센터, 스마트 파머, 육군사격훈련, 신기한 꿀벌나라

주       소ㅣ완주군 상관면 새원길 49-54 

문       의ㅣ063-232-9912~3

삼례책마을/그림책미술관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사이에 지어진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새롭게 

태어난 지식 창고로써 북 페스티벌과 학술세미나, 전시회,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진행 중입니다.

이용시간ㅣ10:00 ~ 18:00

체험안내ㅣ

책 박물관

어린이부터 전문 학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전과 고급 문화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전시:‘문자의 바다-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22. 6.)

쐐기문자, 그림문자, 골각문자 등 세계 여러나라의 필사본, 타자기 등 

186종 2,775점 유물전시>

그림책 미술관

1950년대 이전 세계적인 그림책 원화 기획전시

<상설전시 : 빅토리아시대 그림책 3대 거장전>

<기획전시 : 「요정과 마법의 숲」 1940년대 미국 동화작가 호프 그레이

브스 미발표 원고, 아일랜드 그림책 작가 나오미 헤더 그림삽화 34점>

애니메이션 음악자료실

디즈니랜드 영화주제가 음반 전시 및 감상, 연구

LP음반 전시 및 감상, 한국 음악관련 고서 전시

고서점 호산방, 책마을 헌책방, 책마을 카페, 북갤러리, 무인서점

주       소ㅣ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68 

문       의ㅣ063-291-7820

대승한지마을
고려지의 원산지로 전통한지명맥을 이어 나가기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한지뜨기, 한지공예, 한옥체험 등 전통체험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시간ㅣ09:00~18:00

체험안내ㅣ 

체험
종류

체험명  비용(원) 소요시간 비고

한지
체험

초지체험 5,000
15-20분

단체20명 이상가능

초지액자체험 8,000 개별체험가능

한지
공예
체험

고무신체험 7,000

15-30분

개별체험

한지카드체험 4,000

1칸연필꽂이 5,000

미송골조에

한지붙여 꾸미기

2칸연필꽂이 10,000

사각함(소) 10,000

사각함(대) 13,000

나무필통 10,000

*체험프로그램은 단체의 상황이나 시간에 맞춰 운영 가능

주       소ㅣ완주군 소양면 보검길 18

문       의ㅣ063-242-1001

삼례문화예술촌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해 만들었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누구에게나 편안한 쉼터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매년 3~4회 기획전시 및 체험이 진행됩니다.

이용시간ㅣ10:00 ~ 18:00 (월요일 휴무)

체험안내ㅣ 

제1전시관 특별기획전시 사계의 향연 - 봄 「모네, 향기를 만나다」

전시기간 : 2022. 1. 18. ~ 3. 31.

내용 : 클로드 모네의 레플리카 작품 40여점을 향기와 함께 감상하는 체험 전시

체험운영 : 나만의 향수만들기(무료체험 매주 금/토/일 11:00 14:00 15:00)

제3전시관 지역작가전시 곽정우 작가展 

- 「다시 봄, 다시 사랑-하트회화시리즈 3」

전시기간 : 2022. 1. 18. ~ 3. 13. 

내용 : 사랑의 형태인 하트를 하트, 단추, 줄 세가지 요소로 재해석한

           하트회화 43점 전시

주       소ㅣ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문        의ㅣ070-8915-8121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국내 최대 술 관련 유물 5만 5천여 점을 토대로 술

에 담긴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로 펼쳐 놓은 재미있는 박물관입니다. 전문성

을 갖춘 술 제조 체험 및 전문강좌, 발효먹거리 만들기, 해설이 있는 박물관 

투어 등 연중 활발한 사회교육으로 가장 만족도 높은 완주 관광지로 손꼽히

고 있습니다.

이용시간ㅣ3월-10월 10:00~18:00 / 11월-2월 10:00~17:00

                   ※ 폐관 30분전까지 입장

이용요금ㅣ 

구분 개인 단체(20인이상) 비고

성인 2,000원 1,000원 19세-64세

청소년/군경 1,000원 700원 14-18세

어린이 500원 300원 8-13세

할인 완주군민 40-50%

무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이면민, 7세 이하, 65세 이상

체험안내ㅣ 

체험명  비용(원) 소요시간 비고

단팥발효빵 만들기

5,000 1시간

막걸리발효빵 만들기

누룩피자 만들기

보리떡 만들기

술지게미쿠키 만들기

초코쿠키 만들기

치즈쿠키 만들기

우유머핀 만들기

주       소ㅣ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문       의ㅣ063-290-3847

자연학습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