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 팡팡
내몸에 누가 풍선을 달았어?

하늘로 높이 더 뛰어 올라 가봐요..

편백향 가득한 숲속 놀이터로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추억의 방방

정글챌린지
자신감 up! 모험심 up! 

자연에서 즐기는 안전성 특허청 등록시설

인 스릴 넘치는 체험코스로 운동부족의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즐기는 유익한 

야외활동을 제공합니다.  

플레이가든
편백향 가득한 숲속 작은 키즈까페! 
상상속 작은성을 만들수 있는 
모래놀이터와 창의력을 키울수 있는 
레고와 맥포머스 자석블럭 놀이를 
함께해요~

카약체험 (유료시설)

네이처파크에서만 볼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자연 속 야외수영장 

풀제이드에서 카약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승마체험 (유료시설)

귀여운 포니친구들을 직접 만지고 

타보며 동물들과 더 가까이 교감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단순히 보는것을 넘어 자연에서 즐기는 

교감형 생태동물원

예약 및 상담

네이처파크 영업팀
TEL. 053-608-5065

H.P. 010-4905-3169
FAX. 053-608-5004

www.spavalley.co.kr 

2023 단체 체험프로그램 안내

  

네이처파크 시설안내

자연에서 배우는 현장체험 학습



네이처파크 입장하여 자유롭게 관람

•소요시간 : 약 100분 /  단체 20인 이상 적용

네이처파크 입장하여 전문 사육사와 함께 동물 생태설명,
먹이주기 , 교감체험 등을 진행하는 생태프로그램

•소요시간 : 약 50분 / 단체 20인 이상 적용

•당일 동물원 사정으로 인해 체험코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 약 120분 / 단체 20인 이상 적용

네이처파크 입장부터 동물, 식물생태 설명까지 한번에
숲 해설 선생님이 1반(20명이상) 1명씩 동행하여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전 10:00 ~ 18:00 •단체 20인 이상 적용 
•당일 단체 인원초과로 인해 식사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장 입장 + 동물탐험대 체험 프로그램

단체식사

입장 + 숲해설

운영시간

            유  아                     7,000원

  청소년(초•중•고)           8,000원

            성  인                     9,000원

요  금

            유  아                    12,000원

  청소년(초•중•고)          13,000원
요  금

            유  아                     11,000원

 청소년(초•중•고)          12,000원
요  금

동물탐험대 코스 

•트리피칼
- 사육사와 함께 카피바라 동물 먹이주기 체험

- 동물교감하면서 사진촬영

- 사육사와 함께 알락꼬리 여우원숭이 생태설명

•마 장
- 사육사와 함께 당나귀 동물 먹이주기 체험

- 동물교감하면서 사진촬영

- 사육사와 함께 붉은여우 생태설명

•워킹사파리
- 사육사와 함께 호랑이, 사자 생태설명

•단체 20인 이상 적용 

•당일 단체 인원초과로 인해 체험학습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  금      체험시간          비  고

피자 만들기

피자 만들기

친환경 업사이클 체험

나만의 향수만들기

가드닝 체험

무드등 만들기

자개그립톡 만들기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6인 / 1조 (유아)

4인 / 1조 (초등이상)

양말목 공예

모종심기

아크릴 DIY

캘리그라피 수업

8,000원

10,000원

6,000원

8,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3,000원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약 60분 소요

                                요  금        식사장소            비  고

돈까스

유아 돈까스

돼지불고기정식

메뉴

어린이식판 제공

여름시즌에 한해서

9,000원

6,000원

8,000원

영락

영락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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