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놀이

단체 혜택
• 사전 예약 단체는 전문 가이드를 배정해 드립니다. (어린이 기준 50명 이상 시)
• 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 행사 관련한 사전답사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성수기 기간 불가)
• 우주과학 학습자료 워크북 제공 (유아용 / 초등용)
• 프로그램은 도착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 공룡의 숲 및 학습관 관람
    (살아 움직이는 63마리의 대형 공룡)

• 사계절 썰매장 ( 6세 이상 1인 2회 / 동반탑승 불가)

    (신나게 즐기는 스피드업 익사이팅)

• 우주과학 전문 해설
• 3D 영화관람 (2편 중   1편 관람)

• 만들기 체험 (체험비별도)

• 우주체험기구 탑승
ㆍ유아 : 미래도시 꼬마기차 / 코스모프호
ㆍ초등 : 우주 엘리베이터 / G-Force

우주 체험

(약 4시간 소요 / 점심시간 포함)

항공우주아카데미
유아 11，000원

초등 13，000원

구분 돈까스 짜장밥

유아 4，500원 3，500원

초등 5，500원 4，000원

※   단체식사 적용 인원은 20명 이상
※ 개별도시락이 아닌 취사, 배식 불가 / 컵라면 및 국물류 반입불가
※   식사예약 및 변경은 견학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 (교사 식대는 어린이 요금과 동일)
※ 식사시간 및 장소는 최종확인 전화 시 배정됩니다. 
      (식사시간 11:20/12:00/12:40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도시락 팀은 개별 돗자리 준비)

체험학습 요금

프로그램 소요시간 금액

천냥금/다육이 심기 20분 4，000원

공룡 모형 만들기 30분 4，000원

천연 향초 만들기 30분 4，000원

슈링클스 만들기 20분 3，000원

별자리 목걸이 만들기 20분 1，000원

추가 프로그램 요금

단체식 요금

※   단체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단체 적용 인원은 20명 이상 / 20명 미만 시 개인입장 또는 20명 결제
※  전문 가이드 배정은 50명 이상이며, 추가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초등학교는 2학급당 1명 배정 (단, 3학급의 인원이 70명 미만인 경우 3학급당 1명 배정,
     2학급의 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 인솔자 배정 불가)
※무상지원서 제출시 1학급당 2명 지원 (식대지원 불가)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실, 도난, 훼손 등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참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구) 두운리 1 026번지

박물관등록
www.oktokki.com제 3648호 항공우주아카데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
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과학체험놀이
아이들의 천국 OPEN-SPACE

옥토끼우주센터 전경

옥 토 끼 우 주 센 터
(代)032-937-6918

www.oktokki.com



우주체험 자율체험 추가 프로그램

야외체험

우주체험기구

우주의 신비를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과 체험

우주의 탄생, 개발, 역사, 생활 등 우주에 모든
궁금증을 전시해설을 통해 풀어봅니다.

▒  우주과학 전문 해설 ▒  3D 영상관
손에 잡힐듯 말듯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한 
3D 입체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우주 엘리베이터 (무중력 체험) (초등)
우주로 올라가는 느낌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G-Force (중력가속도 체험) (초등)
우주인의 필수코스!

▒  코스모프호
꼬마로켓 타고 우주로 출발! (유아)

▒  미래도시 꼬마기차
꼬마기차 타고 미래 도시로! (유아)

※ 초등 : 우주 엘리베이터, G-Force
※ 유아 : 코스모프호, 미래도시 꼬마기차

▒  로봇 공원 (베스트 포토존)

대형 로봇들과의 멋진 만남

▒  분수대
시원하고 힘찬 물줄기를 느껴보세요!

※개별 도시락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지정된 피크닉 장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돗자리 준비, 식사 장소 및 시간 예약 불가)

▒  물대포 공원
표적을 향해 물대포 발사~

▒  로고스 가든
지혜를 찾아서 천사의 품으로~!

엔돌핀 팍팍! 맑은 공기 가르며 달리는 
신나는 썰매

대형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흥미진진한
숲 속 탐험

▒  사계절 썰매장 ▒  공룡의 숲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나만의 예쁜’
화분 만들기

다양한 색상의 색 자갈과 아기자기한 
소품, 원하는 향을 넣어 만들기

얇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2분 정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종이가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신기한 체험.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  천냥금/다육이 심기

▒  천연 향초 만들기

▒  슈링클스 만들기

▒  별자리 목걸이 만들기

다양한 공룡 중 하나를 골라 색칠하고 
조립해 보아요.

황도 12궁에 대해 공부하고 예쁜 탄생
별자리 목걸이도 만들어요.

▒  공룡 모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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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원

6, 7층 전망대

분수대

사랑의 담장

토끼의 성
샤워장/탈의실

보트장/천체영상관

1F 스낵코너 (비상약품)
2F 코스모프 레스토랑
3F 이벤트존 (주말/공휴일)

  10 토토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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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층 야외공원

쉼터

공룡의 숲
사계절 썰매장

 9 코코스낵

3층 식당

물대포공원
옥토끼 하우스

로고스 가든

사계절 테마파크가 아이들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