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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SF테마파크 개요

 일  시

2012. 7. 25 - 12. 16 / 09:30 ~ 17:30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장  소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 및 과학조각공원

 입장권

개   인 단   체

SF
테마파크

어린이 6,000원 (3~13세)

성인 3,000원 (중학생 이상)

어린이 4,000원 
(20인 이상 / 7세 이하 10인 이상)

성인 2,000원 (20인 이상)

※ 24개월 이하, 단체 인솔교사 1인 무료

SF
에어파크 

어린이 2,000원 (3~13세)
어린이 1,500원

(20인 이상 / 7세 이하 10인 이상)

※ 24개월 이하, 중학생 이상 입장 제한

SF테마파크 관람시 유의사항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물(물 제외) 반입을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은 절대로 출입금지합니다.

주말 등 관람인원을 고려하여 체험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제SF영상축제 홈페이지 (www.gisf.org)를 참조하세요

2012. 7. 25-12. 16 /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

국립과천과학관 속에 펼쳐진 색다른 우주공간!

아이들이 신비로운 우주 공간 속에서 신나게 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놀이문화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제3회 국제SF영상축제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국립과천과학관 국제SF영상축제'는 

과학·영상·문화·교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과학문화행사로, '국제SF영화제'와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개최된다.

국제SF영화제 2012. 10. 11 - 10. 21
SF테마파크 2012. 07. 25 - 12. 16
부 대 행 사 2012. 07 - 10월 중 수시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일대 (월요일 휴관)

 SF에어파크

2012. 9. 1 - 10. 31 / 과학조각공원



우주선 탑승 승인 절차를 밟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설레고 신나는 우주여행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터널,            운석을 헤치며

우주정거장에 도착

우주에 첫발을           내딛는 설레임과 신비로움, 

호기심이 발동되고... 우주로봇                볼츠앤블립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우주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다양한 행성들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기 전 우주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신비로운                우주에서의

경험과 새로 만난 친구들과의 추억을 기록하고 

어린이 우주여행사가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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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아이템 연출내용

1 우주선 탑승 탑승 승인 절차 탑승승인 도장을 찍고 볼츠앤블립과 함께 우주여행을 시작해보아요.

2 우주로 가는 길
고속주행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고속질주!

우주로 연결 터널 별자리를 보면서 우주터널을 통과해보아요. 

3 우주 도착

우주정거장 드디어 우주 도착! 바닥을 밟으면 모양이 다양하게 변해요.

우주선 탐험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 안에는 즐거운 놀이가 한 가득!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 이곳저곳을 탐험해보아요.

우주정비소 뚝딱뚝딱! 블록과 퍼즐을 통해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요.

4 우주 친구들을 만나다

볼츠앤블립 우주로봇 볼츠앤블립을 매시간 입체영상으로 만나보아요. 

달나라 리그
광활한 우주에서 친구와 함께 벌이는 한 판 승부! 
신나게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새 우주인으로 변해버린 내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5 행성 탐험

통밀풀장 통밀 속에 숨어 있는 여러 행성들을 찾아보아요.

블랙홀 탈출 블랙홀에 갇혔어요! 내 키 만한 미로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보세요. 

지구볼 지구 위에 올라가 무중력을 체험해보아요

6 우주 마을 방문 휴게공간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휴게공간

7
지구로

돌아가는 길

크로마키 스튜디오 찰칵! 사진을 찍으면 우주 공간 속에 떠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포토존 신나는 기념 촬영!

우주 여행 기록 내가 생각하는 우주인을 그림으로 그려보아요. 

거울터널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터널을 지나면 지구로 돌아와요. 

우주 여행 수료 우주 안녕! 볼츠앤블립도 안녕!

8 SF에어파크 SF에어파크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신나는 야외놀이공간

SF테마파크 체험시설 구성

SF테마파크 체험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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