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두 가 함 께 하 는 천문체험 프로그램

과학동아 천문대
유치부 프로그램 소개서



` 서울 도심에서 천체관측과 천문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

1. 과학동아천문대는?

1. 별 보러 멀리 가지 마세요!

-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 달, 행성, 태양은 서울에서도 잘 보입니다.

2. 재미있는 콘텐츠

- 연령에 맞는 콘텐츠로 아이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포토존

- 트릭아트 우주선 포토존에서 우주비행사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 망원경 배경으로 천체전문가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 단체나 개인으로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합니다.

‘과학동아천문대’만의 특징

과학동아천문대는 ‘서울의 중심에서 별을 외치다’ 라는 모토로 2013년 11월 개관해

현재까지 2만 여명 이상 방문한 서울도심 대표천문대입니다.



2. 유치부 주간프로그램 <해바라기>

1교시 실내교육 2교시 관측 3교시 3D 영상체험

 교육

- 태양을 보는 방법, 태양이야기

 공작 활동

- 나만의 멋진 ‘야광별자리판’ 만들기

 관측

- 최첨단 망원경으로 태양 흑점 관측

- 망원경, 쌍안경으로 남산타워 보기

 3D 입체 영상관람

- 밤하늘 가상 천체 체험

- 코코몽 우주탐험 영상관람

(천체투영관 영화제 대상 수상작품)

장소 : 7층 교육장 다빈치룸 장소 : 옥상천문대 천체관측관 장소 : 옥상천문대 천체투영관

- 다빈치룸 도시락 식사가능 (예약 시 꼭 말씀해주세요)

- 기상악화시 실내 망원경/쌍안경 체험

- 교육 내용 (1시간 30분 소요)

- 체험비 : 10,000원 (1인)



2. 유치부 주간프로그램 <별바라기>

1교시 실내교육 2교시 관측 3교시 3D 영상체험

 교육

- 오늘 밤에 보이는 별자리이야기

 공작 활동

- 나만의 멋진 ‘야광별자리판’ 만들기

 관측

- 최첨단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

(주요관측대상 : 별, 성단, 행성, 달)

※ 계절, 시기에 따라 관측대상은 달라집니다.

 3D 입체 영상관람

- 밤하늘 가상 별자리 체험

- 코코몽 우주탐험 영상관람

(천체투영관 영화제 대상 수상작품)

장소 : 7층 교육장 다빈치룸 장소 : 옥상천문대 천체관측관 장소 : 옥상천문대 천체투영관

- 교육 내용 (1시간 30분 소요)

- 체험비 : 20,000원 (1인)

- 다빈치룸 도시락 식사가능 (예약 시 꼭 말씀해주세요)

- 기상악화시 실내 망원경/쌍안경 체험



1) 천체관측관

· 360°회전 원형돔 (지름 7m)

· 장비: 최첨단 천체망원경 (8인치 굴절망원경)

· 주요관측대상: 성단, 성운, 행성, 달, 태양

3. 주요시설



3. 주요시설

2) 천체투영관

· 천체투영관 (지름 8m)

· 장비: 40석 극장식 의자, 돔스크린 및 고해상도 디지털 프로젝터

· 상영물: 코코몽 우주탐험 (유아대상) 및 가상별자리, 가상 천체탐험



2) 천체투영관 활동사진

3. 주요시설



· 7층 교육장 : 다빈치룸

· 공간: 최대 75명

· 도시락 식사가능

· 지하 1층 교육장 : 사이언스홀

· 공간: 최대 135석

3. 주요시설

3) 교육시설



· 천체관측관 트릭아트 우주선 포토존

-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포즈로 찰칵!

3. 주요시설

4) 포토존

· 천체투영관 또는 천체관측관 앞 단체사진 포토존

- 천문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촬영

· 천체망원경 실습 체험사진

- 망원경 배경 ‘과학자’ 포즈로 찰칵!

포토존 1

포토존 2

포토존 3



4. 강사진

김영진 천문대장

학력 서강대학교 졸업

경력 안성천문대 및 세종천문대장 역임
현재 과학동아천문대 천문대장

홍주은 천문연구원

학력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사과정

경력 현재 과학동아천문대 천문연구원

유성범 천문연구원

학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

경력 현재 과학동아천문대 천문연구원

유아대상 천문교육 10년 경력
유아 프로그램 100회 이상, 2,000명 이상 강연 경력

과학동아천문대는,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오시는 길

용산① 신용산④

` 서울의 중심에 위치 서울지역 1시간 내 도착가능`

나진전자상가

· 1호선 용산역 3번 출구 원효로 방향 ·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9 나진전자월드상가 7층 동아사이언스 (도로명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1 나진전자월드상가 7층 동아사이언스 (구주소)

주소



감사합니다

Thank you

- 전화예약 및 상담 : 02-3148-0704/0722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신청방법

- http://star.dongascience.com/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