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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강대학교 졸업

경력 1999~2000 안성천문대 및 세종천문대 연구원

2000~2001 세종천문대 부대장

2001~2004 세종천문대 대장

2006~2007 안성천문대 부대장

2007~2013 안성천문대 대장

2013~       과학동아천문대 대장

“천문대는 망원경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첨단망원경에걸맞은프로그램으로모든이들에게즐거움을선물합니다.”

운영철학

운영인력 소개

김영진 과학동아천문대 대장



찾아가는 천문대 소개

★ 프로그램 안내

▶찾아가는 천문대안내

- 강연 : 단체 성향에 맞는 천문우주 강연 진행

- 관측 : 이동식 첨단 망원경으로 다양한 천체 관측

40명 기준 망원경 3~4대 사용

- 관측대상: 달, 행성, 1등성, 성단, 성운, 별자리 등

* 계절 및 날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육시간 :약 2시간

- 강의진행을 위한 프로젝터 사용가능한 공간 필요

-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장소와 인원에 따라 상이(개별 문의)

• 수업과정

이론

천문우주강연

소요시간: 60분 소요시간: 60분

관측
망원경을통한
천체관측



찾아가는 천문대 소개

▣ 주요 내용

① 이론교육 (1H)

· 사전이론교육을 위한 실내 강연

· 천문영상을 활용한 강연

※ 강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함

② 관측 (1H)

· 인원 40명 이상

· 장소: 별이 잘 보이는 곳이면 가능

· 40명 기준 망원경 3~4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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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천문대 사진

워커힐 별자리캠핑

• 주최:  워커힐/ 주관:  과학동아천문대

• 대상: 가족단위 참석 (20명)

• 일정: 1박 2일

• 프로그램: 천체강연, 체험활동, 천체관측, 

휴대폰으로 달 촬영 등

에버랜드 관측행사

• 주최:  삼성에버랜드/ 주관:  과학동아천문대

• 대상: 가족단위 참석 (300명)

• 일정: 일일 체험

• 프로그램: 천체 관측활동, 휴대폰으로 달 촬영



• 주최: 과학동아천문대/ 주관: 에스엘랩

• 대상: 가족단위 참석

• 일정: 1박 2일

• 인원: 34명

• 프로그램: 우포늪 런닝맨, 가족신문 만들기, 

로봇대회, 행성관측 등

대구과학관가족캠프

찾아가는천문대소개

▣ 찾아가는 천문대 비용

※키트비용은별도입니다.
※서울및경기지역외에는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품 목

<과학동아천문대>
강연+관측

인원(명)

40이하

80이하

단가(원)

1,500,000

2,500,000

금액(원 별도)

1,000,000

2,000,000

기 타

주강사1명, 보조강사 3명, 망원경 3대 운용

주강사1명, 보조강사 4명, 망원경 4대 운용

주강사1명, 보조강사3명, 망원경 3대운용

주강사1명, 보조강사4명, 망원경 4대운용

100명 이하 협의

금액(VAT포함) 기 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