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고요수목원�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 예약문의� 1544-6703� /� 체험교육� 담당자� 070-4010-5940

1.� 단체� 프로그램�

분류 진행 프로그램 소요시간 체험비

정원탐방

4월 봄을�부르는�야생화·산나물

90분�

3,000

(초등/장애인)

4,000

(청소년/어른)

5월 봄꽃놀이

6~8월 시원한�물의� 정원_수생식물

9~10월 허브�힐링� 테라피� (준비중)

그린키즈

4월말~5월 A� 꿀벌의�정원여행�
90분

7,000

9월말~10월 B 가을�보물찾기� 7,000

연중상시
C 가평의�특산물� ‘잣’�

70분
6,000

D 미션�숲�탐방� 6,000

만들기

4월~5월
키워먹는� ‘산마늘’� 화분텃밭 30분 5,000

터져라� ‘씨앗폭탄’� 세트

40분

6,000

6월~8월 가드너체험� ‘수국�꺾꽂이�키트’ 6,000

9~10월 허브�솔트� 만들기� (준비중) 6,000

연중상시

화분�만들기

30분

5,000

천연�비누미스트세트 6,500

양� 토피어리 5,000

곰� 토피어리

40분

7,000

이끼트롤 7,000

다육�이끼볼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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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도심� 생활� 속에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자연재료를� 가지고� 호기심과� 촉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만들기�체험을�진행합니다.�

■�대상� |� 전� 연령� 누구나

■�인원� |� 최소인원� 15명

■�시간� |� 30~40분� (체험별�상이)

■�장소� |� 야외체험장,� 세미나실�

■�예약� |� 1544-6703�

■�프로그램� 구성

1.� 시즌� 맞춤� 만들기�

방문�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탐방(월별탐방주제)에� 맞춰� 기획된� 만들기� 체험입니다.� 정원탐

방과�함께�진행하는�것을�추천합니다.� �

▪4~5월

1)� 키워먹는� 산마늘� 화분텃밭� (난이도� ★)�

- 5,000원� /� 30분�

- 건강한�봄�산나물인�산마늘(명이나물)을�화분에�심어�키워먹자.�

- 구근관찰,� 모종심기,� 식물의�번식방법,� 화분� 가드닝



키워먹는� 산마늘� 화분텃밭 터져라� ‘씨앗폭탄’� 세트

가드너체험� ‘수국� 꺾꽂이� 키트’ 허브� 솔트� 만들기

2)� 터져라� ‘씨앗폭탄’� 세트� (난이도� ★★)�

- 6,000원� /� 40분�

- 우리� 집� 주변,� 학교화단에� 씨앗� 가득한� 폭탄을� 던져� 온� 세상을� 꽃으로� 뒤덮자!� 씨앗폭탄� 6

개를�만듭니다.�

- 봄꽃씨앗,� 벌과� 나비,� 씨앗의�발아,� 촉각놀이,� 흙반죽

▪6~8월

3)� 가드너체험� ‘수국� 꺾꽂이� 키트’� (난이도� ★★)�

- 6,000원� /� 40분�

- 전문적인�원예기술을�이해하는�교육적�내용이�포함된�고급�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산수국�채취,� 물꽂이,� 흙꽂이,� 식물의�구조,� 식물의�번식방법

▪9~10월

4)� 허브� 솔트� 만들기� (난이도� ★★)�

-� 하반기�준비중입니다.�



화분만들기 천연� 비누미스트� 세트

2.� 연중� 상시� 만들기

연중�상시�예약�운영되는�만들기�프로그램입니다.

5)� 화분만들기� (난이도� ★)�

- 5,000원� /� 30분�

-� 우리� 집을� 생기있게�만들어�줄� 녹색� 식물을�토분에�심어� 가져갑니다.

- 관엽식물,� 화분가드닝,� 식물관리법

6)� 천연� 비누미스트� 세트� (난이도� ★)�

- 6,500원� /� 30분�

- 천연� 자연재료를�사용하여�피부미용에�좋은�비누와�미스트�세트를�만듭니다.

- DIY� 천연화장품,� 사용법,� 보관법,� 자연재료

7)� 토피어리� 양� (난이도� ★★)�

- 5,000원� /� 30분�

- 물이끼와�관엽식물로�만드는�천연� 가습기�역할을�하는� 토피어리입니다.

- 동물� 얼굴�꾸미기,� 홈데코,� 식물인형,� 가습기

8)� 토피어리� 곰� (난이도� ★★★)�

- 7,000원� /� 40분�

- 물이끼와�관엽식물로�만드는�천연� 가습기�역할을�하는� 토피어리입니다.

- 동물� 얼굴�꾸미기,� 홈데코,� 식물인형,� 가습기

9)� 이끼트롤� (난이도� ★★★)�

- 7,000원� /� 40분�

-� 축축한�숲� 속에서�나타난�이끼트롤.� 나만의�우스꽝스런�애완식물을�만들어보자!�

- 애완식물,� 트롤�얼굴� 꾸미기,� 흙반죽,� 촉각놀이

10)� 다육� 이끼볼� (난이도� ★★★)�

- 7,000원� /� 40분�

- 앙증맞은�다육이를�이용해�홈가드닝�소품을�만듭니다.�

- 다육이�키우기,� 흙반죽,� 산이끼,� 홈가드닝



토피어리� 양 토피어리� 곰

이끼트롤 다육� 이끼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