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고요수목원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 예약문의 1544-6703 / 체험교육 담당자 070-4010-5940
1. 단체 프로그램
분류

진행

프로그램

4월

봄을 부르는 야생화·산나물

5월

봄꽃놀이

소요시간

체험비

3,000

정원탐방

90분
6~8월

(초등/장애인)
4,000

시원한 물의 정원_수생식물

(청소년/어른)
9~10월
4월말~5월

허브 힐링 테라피 (준비중)
A

꿀벌의 정원여행

7,000
90분

9월말~10월

B

가을 보물찾기

C

가평의 특산물 ‘잣’

7,000

그린키즈
연중상시

6,000
70분

D

미션 숲 탐방
키워먹는 ‘산마늘’ 화분텃밭

6,000
30분

5,000

4월~5월
터져라 ‘씨앗폭탄’ 세트

6,000

6월~8월

가드너체험 ‘수국 꺾꽂이 키트’

9~10월

허브 솔트 만들기 (준비중)

6,000

화분 만들기

5,000

만들기

천연 비누미스트세트

40분

30분

6,000

6,500

양 토피어리

5,000

곰 토피어리

7,000

연중상시
이끼트롤

40분

다육 이끼볼

2. 예약 및 답사 안내사항
① 체험비는 입장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②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택 구성하여 예약 가능 합니다.
③ 최소 예약 인원

(그린키즈, 만들기: 15명 / 정원탐방: 20명)

④ 1팀당 정원 해설가 1명이 배정됩니다.
⑤ 요청에 따라 탐방 시간이나 체험 순서를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⑥ 교사: 1학급당 1명 인솔 선생님 입장 무료 (교사 자격증 제시)
⑦ 예약 전 답사: 답사일 요금결제, 방문일 무료입장 / 예약완료 후 답사: 무료입장

7,000
7,000

그린키즈
초록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고 자연 속 비밀 주제를 직접 풀어내는 탐구·탐험 활동 위주의 교
육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교과과정과 연계된 봄, 가을 주제에 따라 자연실험, 숲놀이,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관찰력을 높여줍니다.
■ 대상 | 초등학생 2~4학년
■ 인원 | 최소인원 15명
■ 시기 | 봄 4월 말 ~5월 / 가을 9월 말~10월
■ 장소 | 야외체험장, 프로그램별 주제에 맞는 테마정원
■ 예약 | 1544-6703 / 070-4010-5940

■ 프로그램 구성
진행

구분

프로그램

4월 말~5월

A

꿀벌의 정원여행

소요시간

체험비
7,000

90분
9월 말~10월

B

가을 보물찾기

7,000

가평의 특산물 ‘잣’

C

6,000

(상황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연중상시
D

70분

미션 숲 탐방

6,000

- 그린키즈 2개 예약 2,000원 할인 / 3개 예약 3,000원 할인
ACD, BCD: 16,000 / AC,AD,BC,BD: 11,000 / CD: 10,000
■

종일 프로그램 진행표
시간

프로그램

장소

A. 꿀벌의 정원여행 (봄)

야외체험장, 하경정원, 하늘길 등

B. 가을 보물 찾기 (가을)

야외체험장, 단풍정원, 억새원 등

11:30~12:30

점심시간

야외체험장 or 원내식당

12:30~13:40

C. 가평의 특산물 ‘잣’

잣나무 숲, 야외체험장

13:40~14:50

D. 미션 숲 탐방

프로그램 전용 숲

14:30~

자유 시간 및 귀가

10:00~11:30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개별도시락: 시가 있는 산책로, 야외무대 (돗자리 준비)
-식당예약: 푸드가든 031-585-8233,8633 / 150명 단체 예약

■ 프로그램 내용
① A. 꿀벌의 정원여행
① 아침고요 정원에 사는 벌
주제

② 벌의 감각 체험하기
③ 꽃들의 유혹전략 알기
- 아침고요에 사는 벌은 몇 종류가 있을까요?
- 벌이 정원에서 하는 일은?

해설

- 사람이 보는 세상과 벌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 벌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일까?
- 꽃은 어떻게 벌을 유혹할까요?
- 아침고요 삼총사 벌 카드 맞추기 게임
- 벌의 시각 체험

관찰·놀이

: 겹눈으로 세상보기 / 벌에게 보이는 색상 알기 + 꿀점 찾기
- 벌의 후각 체험
: 비밀주머니 속 향기 식물 찾기 게임

장소

야외체험장 / 하경정원, 하늘길, 달빛정원, 고향집정원

② B. 가을 보물 찾기
① 가을 보물 찾기
주제

② 씨앗, 열매의 번식 전략알기
③ 식물의 겨울준비, 단풍
- 가을을 담은 열매, 씨앗 투어

해설

- 씨앗은 어디에, 왜 열리지?
- 씨앗의 여행법 찾아내기
- 숲 속 단풍 무지개
- 지도보고 가을 보물 찾기
- 씨앗·열매의 껍질, 단단한 정도, 생김새, 특징으로 전략 추리하기

관찰·놀이

- 가을 보물 가족카드 게임
- 하늘을 나는 단풍나무 씨앗 만들기 & 과녁 맞추기
- 내 몸에 붙은 씨앗 떨어트리기

장소

야외체험장 / 아침광장, 억새원, 단풍정원, J의 오두막정원

③ C. 가평의 특산물 ‘잣’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 변동)
- 소나무와 잣나무 똑똑하게 구분하기
해설

-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잣나무의 신기한 비밀
- 자연 속 잣따기 선수는 누구일까?

- 잣따기 선수 흔적 찾기
- 맛있는 잣, 우리의 입 속 까지 어떻게 올까?
- 향기 맡아보기, 끈적끈적함 느껴보기, 피톤치드 향기 맡기
잣향기 주머니
만들기

- 어디어디 숨었니! 숨어있는 잣 찾아내기
- 잣송이 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잣이 들어있을까?
- 잣송이 직접 까보기
- 우리반 잣까기 선수 뽑기

장소

야외체험장 / 잣나무 숲

④ D. 미션 숲 탐방
① 숲 속은 시원할까?
- 숲 입구와 숲 속 온도 측정하고 숲의 순기능 알기
② 앗 냄새나는 너는 누구냐!
- 냄새나는 식물을 찾고, 냄새를 풍기는 이유알기
③ 인디언 화장하기
미션 & 해설

- 숲 속 벌레로부터 지켜줄 나뭇잎을 얼굴에 붙여 꾸미기
④ 누가 나무에 색을 칠해놨지?
- 숲가꾸기 알기
⑤ 숲 속 숨은 곤충을 찾아라!
- 자연 속 숨겨진 모형 곤충 찾기
⑥ 나뭇잎 퍼즐 맞추기
- 잎맥 관찰하기 / 다양한 잎모양 알기

장소

체험 전용 숲 길
- 일반 관람동선이 아닌 체험 전용 숲으로 체험인원만 입장합니다.
- 체험 전용 숲 길은 1회 1팀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동시 2팀 이상 ‘미션 숲 탐방’ 진행 불가)
- 조별(6~8명)로 시간 차이를 두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 숲탐험 지도를 들고 미션 장소마다 주어진 6개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 미션 진행 시 담임 선생닝의 안전 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체험 참고 사진

단체체험데크

벌 카드 맞추기

벌의 시각 체험하기_곤충경

벌의 후각 체험하기_향기찾기

벌 표본 관찰하기

체험 모습

잣향기주머니 만들기

미션숲탐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