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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파크 자연학교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생생한 교과융합 체험학습

초·중·고 학교단체 및

사설단체

식사상품 상 품 2020년 단체요금 비고

돼지불고기 정식   6,000원 배식진행

돈까스   8,000원 푸드코트 단품메뉴

피자만들기

구 분 피자 구성 비고

봄 (3월~5월)   딸기 피자만들기  

여름 (6월~8월) 허브 피자만들기  

가을 (9월~11월) 호박 피자만들기 할로윈 시즌

겨울 (12월~2월) 토마토 피자만들기

식물만들기

상 품 종 류

식물만들기 스피아민트, 애플민트, 장미허브 

상 품 2020년 단체요금 비고

1. 기본상품 : 입장 + 실내동물원   7,000원  

2. 기본상품 + 곤충생태교육 11,000원 신규상품

3. 기본상품 + 식물만들기 11,000원

4. 기본상품 + 피자만들기 14,000원  

네이처파크  일반 프로그램

    네이처파크 자연학교 담당자  |  홍광표 과장   010. 4905. 3169

2020추가상품 상 품 2020년 단체요금 비고

식물만들기   5,000원  

피자만들기 10,000원 초등이상(4인1조)



 (프로그램 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할 수 있음)

피자만들기숲 해설

▶ 09:30  _도착   ▶ 09:30 ~ 10:00  _입장 및 대기장소 배정   ▶ 10:00 ~ 11:00  _피자만들기

▶ 11:00 ~ 12:00  _식물생태학습 - 자연아 같이 놀자/동물가족 만들기) : 인솔교사 배정

▶ 12:00 ~ 13:00  _동물생태학습 - 동물친구들 생활을 알아보자 : 인솔교사 배정

▶ 13:00 ~ 14:00  _중식 : 직접 만든 피자 + 스파게티 무한리필 + 음료 500㎖(4인 1조)

▶ 14:00                 _출발 및 자유관람

▶ 09:30  _도착   ▶ 09:30 ~10:00 _입장 및 대기장소 배정   ▶ 10:00 ~ 11:00  _피자만들기  

▶ 11:00 ~ 12:00  _식물생태학습 - 자연아 같이 놀자 : 인솔교사 배정

▶ 12:00 ~ 13:00  _동물생태학습 - 동물친구들 생활을 알아보자 : 인솔교사 배정  

▶ 13:00 ~ 14:00  _중식 : 직접 만든 피자 + 스파게티 무한리필 + 음료 500㎖(4인 1조)

▶ 14:00 ~ 15:00  _곤충만들기체험 or 식물만들기체험 - 실내활동   ▶ 15:00  _출발 및 자유관람

자연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아이가 자연을 구성하는 동물, 식물, 곤충을 고루 알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호기심을 채우고,  

건강하면서 따뜻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이자 놀이터입니다.

1일 담임제를 실시해 현장을 잘 아는 식물, 동물, 곤충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아이들을 인솔해 자연속에서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교육과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색 빌딩 숲이 가득한 환경, 스마트폰, 컴퓨터, 학원의 틈바구니에 끼여 자연이 주는 따뜻한 감성을 접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식물과 동물, 곤충의 생태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미술, 윤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 간 융합 수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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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이처파크만의 

장점

네이처파크는 국내 최초의 교감형 생태 동물원과 350여 종의 수목 및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꽃이 어우러져 

직접 교감하고 체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과학을 중심으로 사회, 윤리,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과의 융합수업이 가능한 체험생태학습장입니다. 

실내동물원은 물론 새들이 산책하는 버드가든, 다람쥐를 만날 수 있는 다람쥐빌리지, 꽃과 나무가 가득한  

플라워가든 외에도 정글챌린지 야외활동장과 다양한 동물교감 체험과 동물 묘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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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흰나비 기르기 1키트
나비 애벌레 기르기/2마리

(매일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곤충 기르기)

판매가 1,500원 

판매가 1,500원 

■ 2019년 식물만들기 

■ 2020년 식물만들기(민트 or 허브) 

컨테이너 

이끼 대신사용 

판매가 1,500원 

판매가 1,500원 

■ 2019년 식물만들기 

■ 2020년 식물만들기(민트 or 허브) 

컨테이너 

이끼 대신사용 

식물만들기

◀◀    택1    ▶▶

자연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 09:30  _도착   ▶ 09:30 ~ 10:00  _입장 및 대기장소 배정

▶ 10:00 ~ 11:00  _식물생태학습 - 자연아 같이 놀자/동물가족 만들기) : 인솔교사 배정

▶ 11:00 ~ 12:00  _동물생태학습 - 동물친구들 생활을 알아보자 : 인솔교사 배정

▶ 12:00 ~ 13:00  _중식 : 담임선생님 인솔

▶ 13:00 ~ 14:00  _곤충생태 or 식물만들기 - 실내활동   ▶ 14:00  _출발 및 자유관람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A 프로그램

입장+숲 해설 _요금 1인 10,000원 

B 프로그램 입장+숲 해설+실내교육(곤충생태 or 식물만들기) _요금 1인 14,000원 

C 프로그램 입장+숲 해설+피자만들기 _요금 1인 17,000원 

D 프로그램 입장+숲 해설+피자만들기+실내교육(곤충생태 or 식물만들기) _요금 1인 21,000원 

네이처파크 곤충체험(택1)  or 

장수풍뎅이 기르기 1키트
장수 3령 애벌레 기르기 /1마리

(매일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곤충 기르기)

배추흰나비 기르기 1키트
나비 애벌레 기르기/2마리

(매일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곤충 기르기)

여름방학체험
반딧불이 체험

(반딧불이 영상교육 및 불빛 체험)

1. 곤충 생활사 교육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장수풍뎅이, 표범나비, 남방노랑나비 등…

2. 나비 다큐 영상물 상영                               3. 선물 - 곤충 기르기 키트 관찰

11월 ~ 4월 7월 ~ 8월4월 ~ 6월 / 9월 ~ 11월

식물만들기

네이처파크  자연학교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