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두 가 함 께 하 는 천문체험 프로그램

과학동아 천문대



` 별 구경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천문 현상 관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도심 속 천문문화공간`

1. Concept



2. Location

용산① 신용산④

` 한국의 아키하바라,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천문우주여행`

전자랜드

나진전자상가

선인상가

국제비즈니스호텔
(구 터미널전자상가)



1) 천체관측관

· 360°회전 원형돔 (지름 7m)

· 면적: 외부 38.5㎡, 내부 32.2㎡

· 장비: D&G 8인치 굴절망원경 (200mm) 및 42” LCD TV

· 주요관측대상: ET성단, 이중성단, 오리온대성운, M13

3. 주요시설



1) 천체관측관 활동사진

3. 주요시설



3. 주요시설

2) 천체투영관

· 천체투영관 (지름 8m)

· 면적: 외부 50.3㎡, 내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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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영물: `Flight to the moon` 외 4개 영상물

· 영상 렌더링을 통하여 천문영상 외 애니메이션, 성인대상 콘텐츠 및 3D 영화 상영예정



2) 천체투영관 활동사진

3. 주요시설



· 보조관측소

· 장비: 10인치(254mm), 5인치(120mm) 적도의 망원경

각각 1대

4인치(102mm) 실습용 망원경 10대

태양 전용특수망원경

· 주요관측대상: 행성, 1등성, 이중성, 달, 태양

· 조경 및 공원의자

· 면적: 1,208.7㎡

· 장비: 야외 음향시설 및 스크린

3. 주요시설

3) 옥상시설

` 음악회, 강연회(파고라), 바비큐 파티 등의 다양한 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 예정 `



3) 옥상시설 활동사진

3. 주요시설



· 다빈치룸

· 면적: 154.6㎡ (사진은 1,2,3실)

· 공간: 접이식 파티션 설치, 3실 변화 가능

· 교육: 천문특강 및 천문전시실로 운영

(과학동아 천문과학관)

· 사이언스홀

· 면적: 185.2㎡

· 공간: 총 135석

· 강연, 세미나, 토론대회 진행

3. 주요시설

4) 교육시설

`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교육공간`



4. 운영인력

- 김영진 천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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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망원경에걸맞은프로그램으로모든이들에게즐거움을선물합니

다.”

운영철학



5. 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해바라기 별과 별자리 별과 태양계

 주간프로그램

- 대표 주간프로그램

- 학교 및 기관단체 선호

- 주요관측대상: 태양 및 금성

- 교육시간: 1시간 30분 교육

- 월 평균 1회 개설 (개인 및 가족)

 야간프로그램

- 과학동아천문대 대표프로그램

- 별과 우주에 대해 학습

- 개인 및 가족고객 수요

- 교육시간: 2~2시간30분

- 매주 2회 이상 개설

 야간프로그램

- 별과 별자리 심화프로그램

-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 학습

- 개인 및 가족고객 수요

- 교육시간: 2~2시간 30분

- 월 2회 이상 개설

- 수업과정

이론
AV를활용한
명품특강

관측

주망원경과보조망원경

투영관

3D영상체험

다빈치룸(30분) 주·보조관측실(50분) 천체투영관(20분)



5. 프로그램

- 특별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9:00 ~ 19:20 대보름의 의미, 달에 관한 상식

19:20 ~ 19:40 별과 별자리

19:40 ~ 20:20 달, 목성 관측, 사진 콘테스트

20:20 ~ 20:40 천체투영관 (동·서양의 달의 의미, 풍속, 달 탐사등)

21:00 ~ 21:30 부럼먹기, 더위팔기

21:30 ~ 22:00 망원경으로 달 찾기, 소원 풍선 날리기, 쥐불놀이

① 정월대보름 프로그램

달 찾기 관측

쥐불놀이소원 풍선 날리기

스파클라 사진촬영

소원 풍선 날리기

황금호두찾기

시 간 내 용

19:00~20:30 김성덕 PD의 “별에서 온 그대가 제일 문제다” 강연

20:30~21:00 별,달 관측,달 핸드폰 사진 찍기

21:00~21:30 커플 사진 찍기,별 찾기 이벤트

21:30~22:00 천체투영관 “밤하늘에 숨겨진 사랑이야기”

② 화이트데이 연인프로그램



5. 프로그램

③ 개기월식 PARTY

④ 매월 이벤트 프로그램

개기월식 관측실습

음악공연

개기월식 시간표 개기월식



5. 프로그램

⑥ 별학교 ⑦찾아가는 천문대⑤ 시사회



5. 프로그램

⑧ 기업특별행사

금호아시아나 고객초청행사

액토즈소프트 유저초청행사

삼성전자 B2B사업부 임직원초청행사

현대백화점 서울전지점 고객초청행사

CEO대상 특별프로그램 고객대상 특별프로그램



5. 프로그램

⑨ 사회공헌활동

용산구 교사초청행사 용산청소년수련관 무료특강 서울안전체험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6. 방송

KBS 1TV 교양프로그램 “TV,책을보다”
(방송일 2014년 1월 11일)

Mnet 고스트드라마 최강창민 주연 “미미”
(방송일 2014년 2월 21일 ~ 3월 14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
(방송일 2014년 3월 27일)

On style “StyleLOG”
(방송일 2014년 7월 11일)



7. 주요일정

2013.11 2014.3 2015.92014.10 2015.5

과학동아천문대 개소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
터 업무협약체결

과학동아 천문과학관 등록

천문대 서포터즈 발촉

특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과정 별학교 운
영

한국과학관협회 등록

옥상 음향 및 영상장비 구
축

서울 3D프린팅 체험장 오
픈

2014년 누적방문인원
1만2천명 달성

발렌타인/화이트데이
블랙데이/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

독점망원경판매

개기월식/정월대보름 진행

루나틱데이
오로라프로그램 기획

교사연수

천문대 운영대행

천문올림피아드 개최

천문캠프 개최

천문인력 교육사업 수행

천문상품 및 상징물 제작



1) 28년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과학교양지 과학동아와

미국과학진행협회(AAAS) 과학 언론상 수상에 빛나는 어린이과학동아,

국내 최초의 수학교양잡지 수학동아,

동아일보 과학면, 채널A 과학 보도, 과학 단행본 등을 제작합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인 지니움 설립과

서울의 중심지에 과학동아천문대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캠프 및 체험활동, 과학이벤트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과학을 선물한다”

모든 계층, 모든 연령에 과학을 즐겁고, 흥미롭고, 기대되는

행복한 선물로 전달하는 것이 동아사이언스의 비전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교구 개발, 과학영상 제작, 

교과서 개발 참여,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 등을 통해

과학을 대중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8. 회사소개



2) 동아사이언스 연혁

2013.11
과학동아천문대 개관

월간 과학동아 창간 ㈜동아사이언스 설립 어린이과학동아 창간

과학 쇼핑몰 (시앙스몰) 오픈 영재교육원 지니움 오픈 대한민국 과학축전 행사대행

국내최초 수학교양지 수학동아 창간 여수세계박람회 해양베스트관 운영
및 홍보대행

동아사이언스 종합과학포털
사이트 오픈

1986.01 2000.09 2004.10

2005.12 2006.10 2007.08

2009.10 2012.05 2013.05

8. 회사소개



3) 동아사이언스 주요사업

동아사이언스 및 9개의

패밀리사이트를 통하여

쌍방향적 생산과 공유를 위한

종합과학포털 및 콘텐츠

플랫폼 운영

온라인사업

신뢰받는 신문

‘동아일보’ 과학면 전담,

월간 ‘과학동아’, 월간 ‘수학동아’, 

격주간 ‘어린이과학동아’ 등 발행

미디어

과학 전시·축제·캠프·공모전,

과학동아천문대, 지구사랑탐사대 등

다채로운 학술행사와 이벤트 개최

기획사업

우리나라 과학교육학습에 앞장서기 위한

지니움, 교사연수프로그램, 과학동아북스,

과학동아키트, 딱스 등

다양한 아카데미 사업 연계

아카데미

8. 회사소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과학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과학문화 창조기업으로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