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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즐기는 가을소풍 1번지, 2009 청원생명축제

중부권 최대의 친환경 농업지역인 충북 청원군에서 `2009청원생명축제`가 이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2일간 
개최됩니다. `생명`을 브랜드로 친환경 농업에 주력해온 청원군이 주최하고,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9청원생명축
제(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2009)`는 청원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농축산물이 총 출동하는 `명품 먹거리 축제`로 마
음껏 먹고 놀고 즐기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한 고품격 농축산물 축제입니다.

청원에서 만나는 미래건강! 2009 청원생명축제
⊙ 주 제 : 청원에서 만나는 미래건강!
⊙ 개최기간 : 2009년 9월 20일(일) ~ 10월 1일(목), 12일간 
⊙ 개최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송대공원 일원
⊙ 문 의 :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043-251-5931~5 
⊙ 홈페이지 : http://bio.puru.net
⊙ 주요행사 : 생명문화관, 친환경바이오농업관, 생명토피어리 정원, 농촌체험마을, 친환경 수확 체험장, 웰빙체험마당, 유기농 푸른 논, 
생명의 정원, 생명의 연못, 생명의 습지, 우렁이?미꾸라지잡기체험, 동물농장, 조롱호박터널, 먹거리마당, 가을꽃밭, 가을동산, 축하공
개방송, 가요베스트, 지금은 라디오시대,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백일장대회, 추억의 포크송, 댄스 페스티벌 외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체험이 기다리는 체험마당
농촌체험마을과 친환경 수확 체험장으로 구성된 체험마당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체험장입니다. 농촌체
험마을에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시골장터와 정보화마을의 농특산품 판매장터, 농기구전시관, 벼탈곡체험, 새끼꼬기체험, 대장간체험, 
전통놀이체험, 나비 및 희귀동물생태관, 생명쌀 전통엿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수확 체험장에서는 벼, 고구마, 옥수수, 
가지, 열무, 배추 등을 직접 수확해 가져 갈 수 있고요. 수확체험장 옆 논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바지를 걷고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잡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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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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