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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신비한 별나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별난 가족 별난 캠핑은 매월 관측 최적기 토·일요일(1박2일)에 운영됩니다.
문의사항 : 061-860-7855~7 (휴관일을 제외한 14~22시 통화가능)

일시

운영 기간 : 관측 최적기 토·일요일(1박2일)
2023년 천문캠프 일정 : 총 8회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 1회당 8가족 선착순 접수

1회당 2가족 이하 신청 시 운영 취소
1가족은 어린이를 포함한 4인 내외가 기준이며, 어린이 인원수가 추가되는 것은 가능
기상상황(우천, 강풍, 장마 등)에 따라 운영일자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사전 개별공지

2023년 천문캠프 운영일 접 수 일

상반기

1회 5월 13일(토) 14시 ~ 14일(일) 11시

< 1차 접수일 >
4월 27일(목) 14시~
※ 네이버 예약만 가능

2회 5월 20일(토) 14시 ~ 21일(일) 11시

3회 6월 3일(토) 14시 ~ 4일(일) 11시

4회 6월 17일(토) 14시 ~ 18일(일) 11시

하반기

5회 9월 9일(토) 14시 ~ 10일(일) 11시

< 2차 접수일 >
8월 31일(목) 14시~
※ 네이버 예약만 가능

6회 9월 23일(토) 14시 ~ 24일(일) 11시

7회 10월 7일(토) 14시 ~ 8일(일) 11시

8회 10월 21일(토) 14시 ~ 22일(일) 11시

※ 회별 2가족 미만 신청 시 캠프운영이 취소됩니다. 
※ 기상상황(우천, 강풍, 장마, 태풍 등)에 따라 운영일자 변경 및 취소 가능

캠핑 장소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https://www.jangheung.go.kr/jhcamp
캠핑데크 B2 ~ 9

천문캠프 운영 당일에 캠핑장 입장 순서대로 원하는 캠핑데크 위치 지정 가능
캠핑장의 사정에 따라 캠핑데크 위치 변동 가능

관람안내 > 별난 가족 별난 캠핑별난 가족 별난 캠핑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star/guide
/star/guide/camping
https://www.jangheung.go.kr/jhcamp


참가비

‘ 2023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 에 선정되어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비를 후원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시~15시 (2시간) 캠핑장 도착 및 캠프 일정 안내
텐트치기 및 자유시간

15시~18시 (3시간)

천체망원경 강의 및 조립 실습
태양관측 안경 제작 및 태양관측(1차)
골판지망원경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및 발사
별자리판 만들기

가족별 교육용 천체망원경 1대 지급
실습체험 종료 시 천체망원경 반납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1일
18시~20시 (2시간) 자유 시간 석식(개별준비)

20시~22시 (2시간)

별자리 설명 및 천체관측(2차)
가족별 천체망원경으로 별 찾기 실습(3차)
천체사진 찍기(핸드폰 활용)
천체 관련 어플 사용법 소개

일몰시간에 따른 관측시간 변동

22시 ~ 취침 및 자유시간 조식(개별준비)

2일 10시~11시 천문캠프 보고서, 설문지 작성
천문캠프 종료

천체망원경 반납

시 간 내 용 비 고

※ 모든 일정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캠핑장비(텐트, 침구, 개인물품 등)와 바비큐를 위한 장비(화로대, 장작 등), 식재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개별 지참바랍니다.

예약접수

접수방법 : 네이버 예약 (선착순 접수) / 하단의 <천문캠프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되므로 네이버 로그인이 필요

선착순 모집으로 사전접수, 전화접수, 예약대기 접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발생 시 <네이버 예약하기>로 개별 접수하셔야 하며, 천문과학관에서 별도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약 시 사용하는 PC, 모바일 등의 기기의 사양에 따라 네이버 접속속도 등이 달라지므로 접수 시 발생되는 에러, 접속지연 등에 의해
예약되지 않는 경우 천문과학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문캠프 예약하기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266609/items/4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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