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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프로

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서서대대문문자자연연사사박박물물관관장장

자연사박물관 2015년 가을학기 체험교실 개설고시

교육개요

교육내용

접수일정

접수방법

수강자  유의사항

문의사항

 : 2015. 10. 6.(화) 10:00  ~  마감 시

   ◦ 연간(유    료)회원 접수 : 2015. 10. 6.(화) 10:00 ~ 10. 7.(수) 24:00

   ◦ 일반(홈페이지)회원 접수 : 2015. 10. 8.(목) 10:00 ~ 마감 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namu.sdm.go.kr/)를 통하여 선착순 접수

 : 수강 신청 후 48시간 이내 신용카드로 결제(미결제 시 접수 취소)

 : 수강확정학생은 홈페이지 개인접수확인란 게시 및 이메일 통보

 : 92,000원(체험비, 숙박비, 차량입차료 포함)

  ※ 입금된 수강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폐강 시는 환불)

  ※ 접수 시 과다 접속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같은 ID로 한 명만 접수됩니다.

  ※ 접수등 관련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이 적을 경우 교육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결제안내 SMS통보, 

메일 통보)

수강료 결제
(신용카드결제)

결제확인

수강확정

(

수강 확정 SMS통보

 메일 통보)
→ → →

  

  

  

  

  

  

  

     

 : “가을밤하늘 바라보기”

 : 2015. 10. 24.(토) 14:00 ~ 25.(일) 16:00

 : 충청북도 제천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부모참석 불가)

 : 40명(연간회원 20명)

 : 2015. 10. 6.(화) 10:00  ~  마감 시
   ◦ 연간(유    료)회원 접수 : 2015. 10. 6.(화) 10:00 ~ 10. 7.(수) 24:00

   ◦ 일반(홈페이지)회원 접수 : 2015. 10. 8.(목) 10:00 ~ 마감 시

 : 천문전공 학예연구사 1명, 보조강사 3명

 : 92,000원
   ◦ (체험비, 숙박비, 식비(저녁, 아침, 점심), 차량임차료, 여행자보험 등 포함) 

  

 체험교실 1일차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관측용 망원경(48인치, 1.2m)을 이용하여  

직접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를 방문하여 가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천체 관측

을 통한 밤하늘 바라보는 체험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천문대 주변 구학산 생태 체험을 

통해 가을철에 자연이 주는 다양한 경험을 체험한다.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4:00 – 17:30 박물관 출발,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도착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천문대 천체관측

(가을 밤하늘이야기, 플라네타리움 관람, 천체관측 등)

22:00 – 07:30 취침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2:00 구학산 생태체험

(구학산 자연이야기, 야생조류/야생화관측, 아름다운 돌이야기 등)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출발, 박물관 도착

 : 긴옷(천체관측시 추워요!), 간단한 세면도구(수건포함), 모자 등

  ※ 모집인원이 적은 경우 교육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차료 할인 안 됨)

 : 홈페이지(http://namu.sdm.go.kr) Q&A란을 이용

 : 02-330-8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