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람 안내서>
서울상상나라 단체관람에 앞서 어린이들의 유익한 체험을 위하여 미리 확인해 주실
사항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450-9530)

□ 연령과 관계없이 방문자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이며,
입장 전 체온 측정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단체 인원 기준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 20명 이상이며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단체관람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 동반
인솔교사 및 보호자는 3:1비율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교사 및 보호자는 어린이 3명당 1명 무료 적용)
□ 서울상상나라 관내 식음료 섭취가 전면 금지 되어 있습니다.
(3층 식사 공간 미운영)
□ 3층 전시장(과학·문화놀이)은 단체 관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시장 관람 순서 및 시간 】

순서
시간
전시 영역
로비 도착_오리엔테이션
- 입장 15분전 1F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인솔 대표자 QR 체크인, 인원 확인, 결제)
1
2
3
4

30분
30분
30분
30분

2F 신체놀이 · 상상놀이(우주미로탈출 제외)
1F 예술놀이 · 공간놀이
1F 자연놀이 · 기획전시
B1F 감성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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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장에 이어집니다.

□ 방문 당일 준비 사항
- 입장 전 1층 매표소에서 방문 인원 확인 후 미리 결제 바랍니다.
- 가지고 온 가방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카트에 보관해 드립니다.
(두꺼운 옷이나 귀중품은 버스 안에 두고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이 편한 의복을 착용하고, 어린이들의 이름표를 준비합니다.
- 주차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요금 기준으로 적용되며, 차량 기사님께 약도 및
주차요금에 대해 전달 부탁드립니다. (10분당 요금 300원, 중형 600원, 대형 900원)
- 35인승 이상 대형차량은 어린이대공원 정문주차장 앞 대형버스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 후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 바랍니다.

□ 전시장 관람 시 유의 사항
- 화장실은 전시장 외부 공간에 있으니 관람 전, 후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면대와 생수대는 각 층 전시장 내부에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예절에 대해 어린이들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장 활동 시 어린이들과 꼭! 함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사용하는 전시물을 소중히 다루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실은 2층에 있으며 관람 중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각 층별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퇴장 10분전 차량 기사님과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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