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 액티비티 프로그램 이용 안내사항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별 이용 연령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나이 증명 서류 제시 필수)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마감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 어린이의 특이사항(질병, 알레르기 등)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 오후 12시까지 무료 취소 가능하며, 
이용 당일 취소 시 3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염려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온 37.3℃ 이상 참여 불가)

랜딩관 1층 액티비티 리셉션(랜딩다이닝 맞은편)에서 인솔 및 출발하며 
프로그램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옷이 오염될 수 있으니 편안한 복장으로 착용 바라며, 
오염된 옷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참여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타인에 대한 
상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호텔 케어링 인스트럭터와 아이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호자의 
참관은 어렵습니다.

기상 및 호텔 운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화 액티비티 리셉션
랜딩관 G층 (랜딩다이닝 맞은편)     064.908.2660

예약문의 운영시간: 10-19시



신화 액티비티 프로그램

신화 키즈 리틀 셰프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

신화 키즈 리틀 크리에이터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만들기 체험 클래스

신화 키즈 리틀 익스플로러
신체운동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액티비티 클래스

★ 표시된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상단의 QR 코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하단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화 액티비티 리셉션 예약문의 및 운영 시간 : 10~19시   T.064.908.2660

시간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금 이용연령 출발장소

오전

10:00-11:30

★ 
익스플로러

클라스
[자연] 

파브르 탐사 
[과학] 

제주 쥬라기 
[멀티] 
킨더

            [테마] 
  이집트     

[제주]  
해녀 숨비

[자연] 
파브르 탐사 

[과학] 
제주 쥬라기 

5만원

60개월-13세

랜딩관 G층 
(랜딩 다이닝

맞은편)

10:00-13:00 캠프 10만원

오후

14:00-15:30 클라스
[멀티] 
킨더

                [테마]
    이집트                   

[제주] 
해녀 숨비

[자연] 
파브르 탐사

 [과학]  
제주 쥬라기

[멀티] 
킨더

          [테마] 
 이집트

5만원

14:00-17:00 캠프 10만원

올데이

10:00-17:00

캠프

신화 올데이 키즈 캠프 (해당 요일 오전 캠프 + 키즈밀 + 해당 요일 오후 캠프) 22만원

10:00-18:00 신화 올데이 키즈 캠프 (해당 요일 오전 캠프 + 키즈밀 + 해당 요일 오후 캠프 + 키즈밀) 24만원

오전

10:00-11:00 크래프트 제주 조개 액자 3만원

48개월-13세

11:00-12:00 쿠킹 무지개 쿠키 4만원

오후

14:00-15:00 쿠킹 초코치즈 쿠키 4만원

15:00-16:00 크래프트 제주 조개 액자 3만원

16:00-17:00 쿠킹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5만원

17:00-18:00 크래프트 제주 현무암 풍경 4만원



신화 액티비티 프로그램 이용 안내사항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별 이용 연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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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액티비티 리셉션
신화관 G층 키즈앤패밀리 라운지     064.908.2660

예약문의 운영시간: 10-19시



신화 액티비티 프로그램

신화 키즈 리틀 크리에이터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만들기 체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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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

시간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금 이용연령 출발장소

오전

10:00-11:30

★ 
익스플로러

클라스
[자연] 

파브르 탐사 
[과학] 

제주 쥬라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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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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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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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60개월-13세

신화관 G층 
키즈앤패밀리

라운지

10:00-13:00 캠프 10만원

오후

14:00-15:30 클라스
[멀티] 
킨더

                [테마]
    이집트                   

[제주] 
해녀 숨비

[자연] 
파브르 탐사

 [과학]  
제주 쥬라기

[멀티] 
킨더

          [테마] 
 이집트

5만원

14:00-17:00 캠프 10만원

올데이

10:00-17:00

캠프

신화 올데이 키즈 캠프 (해당 요일 오전 캠프 + 키즈밀 + 해당 요일 오후 캠프) 22만원

10:00-18:00 신화 올데이 키즈 캠프 (해당 요일 오전 캠프 + 키즈밀 + 해당 요일 오후 캠프 + 키즈밀) 24만원

오전

10:00-11:00 크래프트 제주 조개 액자 3만원

48개월-13세

11:00-12:00 쿠킹 무지개 쿠키 4만원

오후

14:00-15:00 쿠킹 초코치즈 쿠키 4만원

15:00-16:00 크래프트 제주 조개 액자 3만원

16:00-17:00 쿠킹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체리 케이크 5만원

17:00-18:00 크래프트 제주 현무암 풍경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