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인포레스테이션이란?

열대우림 테마파크

세 가지 다른 활동

730석 레스토랑

아침, 밤 전세 이용 가능



케언즈에서쿠란다까지의이동시간

기차: 120분
쿠란다행: 8:30 & 9:30
케언즈행: 2:00 & 3:00

버스: 45분

스카이레일 : 60-90분
(+역까지의이동시간)
영업시간 : 9:00am ~ 3:45pm

레인포레스테이션



• 1942-43년제, 70년이상전의클래식한군용차량

• 1주약 30분, 30인승, 1명의가이드가 2대까지안내가능

• 기념식물과의조합이가능

가장 인기, 아미 덕



• 댄스쇼와 부메랑 던지기 등 문화체험의 2부 구성

• 인원수에 따라서는 기존의 쇼타임 이외에도 어레인지 가능

• 아트 체험과 함께 보다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알라 & 와일드 라이프 파크

• 캥거루에 먹이도 가능

• 코알라와의 사진은 옵션

• 워크시트에서 영어 학습



• 50분 이상~특별 메뉴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
• 50명 이하의 경우는 테이블마다의 쉐어 플레이트
• 알레르기 표시 메뉴 있음

BBQ 뷔페 점심



원주민 미술 경험

밑그림이 있는 캔버스에 모양을 붙입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기념품도 겟트!

10분 이상~소요 30분

이 외에도 단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체용 활동



SDGs에 대한 노력
이 외에도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관한 성별 평등
원주민 직원의 적극 고용
생태 관광 오스트레일리아

시티즌 오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대한 협찬 등

식목 배수 처리 태양 전지 패널

EV(전동) 버스



원내의 모습

Rainforestation
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https://youtu.be/k2sSP96ZJro

https://youtu.be/k2sSP96ZJro


케언즈 줌 & 야생 생활 돔



도시의 중심지

전천후형 시설

시티에서 유일한 코알라
사진

5일간 재입장 무료

케언즈 줌 & 야생 생활 돔



사진 및 동물 프레젠테이션

코알라뿐만아니라뱀이나악어도기념사진을촬영할수있습니다.
시간에따라다양한프레젠테이션도



총 65곳의 장애물
미드 줌
하이줌

케언즈의 도시를 한눈에
돔 클라임

13m 프리폴
파워 점프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4가지 코스



동물 퀴즈와
게임을

끼우면서
팀당

점수를 겨루는 것도
개미

직장과 그룹
모두 참가하기

그냥
팀워크 양성에

연결

ZOOM으로 팀 빌딩!



줌 활동의 모습

줌 활동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https://youtu.be/fjkDGJA9Cdk

https://youtu.be/fjkDGJA9Cdk


와일드라이프 하비탓

➢ 케언즈에서 차로 1 시간, 포트 더글라스 입구

➢ 입장권은 5일간, 몇번이라도 재입장 가능

➢ 아침, 점심, 야간 전세 기능도 가능

➢ 어드밴스 에코 투어리즘 인정 시설

森林地帯＆湿地帯 熱帯雨林地帯 草原地帯



삼림지대 & 습지대
（Woodland) （Wetland)

삼림 지대는 선물 가게를 빠져나와 원내 최초로

체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해안부보다 내륙측이라는 정취

예쁜 작은 새들이 많이

통나무 그늘에 쥐 캥거루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습지대에서는 많은 물새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번식에 성공한 세이타 카코

피리를 불고 듯한 울음 소리의 휘슬링 오리

우아한 헤론 친구들 등



열대우림지대
（Rainforest)

열대우림지대는 2020년 개조가 완료된 새로운 지역

원내를 덮는 텐트가 바뀌어 높이가 업

에리어 내에 새롭게 바즈 아이브릿지가 완성



사바나 지대도 작년부터 크게 개조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악어들 위를 건너는 메시의 철교

다양한 캥거루가 있는 개방적인 지역

마침내 올해는 악어와 수영하는 수영장이 완성! !

사바나 지역
（Savanna)  



야행성 동물관

여기에서는 평소 볼 수없는 희귀 모몬가와 포섬을 볼 수 있습니다.

습지대와 열대우림 사이에는 레스토랑이

최대 250명 수용

밤에는 전세 파티도 가능

코알라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2022년 신설】

야행성 동물관 & 레스토랑



원내의 모습

와일드 라이프 하비탓의
동영상은 이쪽으로부터

https://youtu.be/9U0-yz-goQw

https://youtu.be/9U0-yz-go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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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나비 생츄어리



호주
나비 생츄어리

나비 생츄어리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https://youtu.be/gFYkd83zSIU

https://youtu.be/gFYkd83zSIU


•여행사양용자료사이트

https://captagroup.com/east/

https://captagroup.com/e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