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03시 02분



2
3
3
3

목차

목차
공지사항

국립나주숲체원 산림문화 특화 캠프 '초록공방' 참가자 모집 안내
인기 게시물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국립나주숲체원 산림문화 특화 캠프 '초록공방' 참가자 모집 안내
2022.07.20 조회수 1036 등록자평생교육팀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 소상공인 공방과 연계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 참여 기

회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록공방�캠프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캠 프 명 : 숲에서 사부작 쉬어가는, '초록공방'

2. 대 상 : 숲에서 휴식과 공예를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3.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내외 * 최소 운영 인원(20명) 미만 시 운영 취소

4. 모집기간 : 2022. 7. 18.(월) ~ 7. 29.(금), 2주간

5. 캠프일정 : 2022. 8. 5.(금) ~ 8. 6.(토), 1박2일

6. 주요내용 : 티 블렌딩 및 산림문화 공예 클래스(목공, 비누, 라탄 만들기) 운영

- 산림문화 공예 클래스는 1개의 클래스만 선택 * 신청서 제출 기준 선착순(각 클래스 15명씩 한정)

- 공방 체험비 20,000원 중 참여자는 재료비 8,000원 부담, 숲체원에서 12,000원 지원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공식 이메일(culture@fowi.or.kr) 제출

- 신청 절차

> (고객) 신청서 제출 → (숲체원) 예약 확인 문자 발송(입금계좌 안내)

> (고객) 입금 → (숲체원) 예약 확정 및 캠프 안내문 메일 발송

8. 관련문의 : 캠프 담당자(061-338-8426)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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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2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성장단…
다음글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용 가능 업…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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