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활동관

나로챌린지

우주인마을

햇무리마당

조각달전망대

나로생태학습장

타임캡슐광장

체험활동 이용료캠퍼스 지도구룡캠퍼스 소개

덕흥캠퍼스 소개

※ 특성화 우주과학 캠프, 가족 우주과학 탐사 캠프, 학교단체 우주과학 실험체험활동 요금 동일

(2014년도 기준)

(2014년도 기준)

※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해당되는 시설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안내 이용요금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숙박비 8,800원 8,900원 9,000원

식비(1식) 4,700원 5,000원 5,200원

수련활동비(1인/일) 26,300원 26,800원 27,300원

계

1박 3식 49,200원 50,700원 51,900원

2박 6식 98,400원 101,400원 103,800원

3박 9식 147,600원 152,100원 155,700원

체험활동관

1층
SOS실(Science On a Sphere), 물리광학 실험체험실Ⅰ, 기하광학 실험체험실Ⅰ,

기초물리 실험체험실, 항공우주 실험체험실, 식당  

2층 보들도서관, 멀티미디어 영상관, 세미나실, 전시홀

3층
행성탐사로봇 조종 체험장비, 우주복 체험실, 우주유영 체험장비(Manned 

Maneuvering Unit), 우주선 조종 체험장비  

4층

임무통제센터(Mission Control Center), 우주왕복선 조종 체험장비(Space Shuttle 

Simulation), 달 적응 체험장비(Moon Walk), 우주정거장 적응 체험장비(5DF), 

다축회전 체험장비(Multi-Axis Trainer)

편익시설

천체관측소

2013년 4월 준공된 천체관측소는 1M 원격제어 망원경이 설치될 예정인 천문대와 세미나실, 

관측제어실, 측광·분광 분석실 등을 갖춘 교육실험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실험동

기하광학 실험체험실Ⅱ, 물리광학 실험체험실Ⅱ, 자료처리 실습실, 천문관측 실습실, 세미나실

대관 이용료

구분 시설 수용인원 단위 단가

시설

멀티영상실 105명 4시간 230,000원

세미나실(대) 80명 4시간 140,000원

세미나실(중) 50명 4시간 100,000원

세미나실(소) 50명 4시간 100,000원

다목적실 180명 4시간 200,000원

실험체험실 20명 4시간 60,000원

천체관측소 
세미나실

120명 4시간 250,000원

천체관측소 
실험실

20명 4시간 60,000원

야외

로켓발사장 200명 4시간 220,000원

캠프화이어장 200명 4시간 220,000원

야영데크 25개 1일 10,000원
우)548-951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200  Tel 061-830-1500

블로그 www.blognys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sc2010

N a t i o n a l  Y o u t h  S p a c e  C e n t e r

국립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www.nysc.or.kr

천문대 교육실험동

덕흥캠퍼스

생활관

천체투영관

전파간섭계

로켓발사장

학생 숙소(4인실) 인솔교사 숙소(2인실)

식당 보건실

NYSC광장
하늘전망대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14:00~15:00 도착 및 숙소배정

15:00~15:30 오리엔테이션(소개영상, 지도자인사, 생활안내)

15:30~18:00 비행사 과정활동Ⅰ(우주비행사 관계형성 활동)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비행사 과정활동Ⅱ(천문우주과학 이해 및 체험)

21:00~     취침준비 및 취침

2일차

07:00~07:30 기상 및 세면, 정리하기(방송에 따라 진행)

07:30~08:50 아침식사 및 자유산책(방송순서에 따라 식사)

08:50~09:00 숙소정리 및 활동준비, 활동장 이동(방송에 따라 진행)

09:00~12:00 비행사 과정활동Ⅲ(우주비행 훈련모듈 체험1)

12:00~13:30 점심식사

13:30~15:00 우주과학 영상교육활동

15:00~18:00 비행사 과정활동Ⅳ(우주비행 훈련모듈 체험2)

18:00~19:3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19:30~21:00 비행사 과정활동Ⅴ(항공우주과학 이해 및 체험)

21:00~ 취침준비 및 취침

3일차

07:00~07:30 기상 및 세면

07:30~08:50 아침식사 및 자유산책

08:50~09:00 숙소정리(정리정돈 및 분실물 확인,가방 가지고 모이기)

09:00~11:30 비행사 과정활동Ⅵ(우주비행 훈련모듈 체험3)

11:30~12:00 맺는마당 - 수료증수여, 포토스토리, 지도자인사, 설문작성

12:00~13:00 점심식사

13:00~ 출발(귀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청소년이 

천문·항공우주에 대한 배경지식을 실험과 체험으로 알아가는 

산지식의 장입니다.

우주과학 현상에 대한 기본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실험

체험과 전시체험시설은 청소년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이야기가 있는 우주과학 실험체험활동을 

통해 138억년의 시공간 우주를 긴 사고로 이해하고, 첨단 우주기술로 

우주를 개척·탐구해 나가고 있는 인류의 도전정신을 가슴으로 품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우주과학 실험체험 프로그램
특성화 우주과학 캠프

실험, 체험, 조사, 토론 등의 과학적 탐구방법으로 청소년의 영감을 

자극하고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는 특성화 우주과학 캠프! 

실험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성화 우주과학 캠프는 청소년

들로 하여금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야영부터 창의체험스쿨까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 우주과학 탐사 캠프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눈으로 자녀들과 함께 ‘과학하기’에 

참여해보세요. 가족 우주과학 탐사 캠프는 가족의 건강성

회복과 가족 구성원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을 주기위해 운영

되어 오고 있는 캠프입니다. 야영 캠프, 테마형 캠프, 인증캠프, 

당일형 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상설 운영 프로그램

진로체험과 장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당일체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소그룹 단체를 대상으로 천문·항공 

우주를 주제로 한 당일체험 프로그램인 스페이스투어와 진로

체험형 당일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형 캠프

특성화 자유선택교육기관인 저희 센터는 형식권 교육에서 접하기 힘든 

우주과학 실험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성 지구에서 시공간 우주까지 긴 사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주과학 실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나아가 사고의 

건강성도 회복할 것입니다.

익년 우주과학 실험체험활동 참가단체는 당해년 3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

하는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재교육원,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관·단체

프로그램 예시

1) 구성원 중 일부 미취학아동 포함 가능(과반 이상 미취학 아동일 경우 전화 문의)
2) Science On a Sphere는 구면에 지구를 비롯한 천체들의 모습과 영상을 입혀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감나게 전해주는 대형 3차원 가시화 시스템입니다.
3) 미취학 1,750원 / 36개월 미만 및 65세 이상 체험료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20% 할인
4) 기한 내에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참가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참여 가능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페이스투어와 진로체험형 당일체험 운영시간은 단체예약 및 행사 등의 이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당일체험 참여 가능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061-830-1517

우주비행사과정(2박3일) 일정표

개별 모집형 캠프

스페이스투어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1)

운영시간 11:00, 13:00, 14:30, 15:30

소요시간 60분(대기시간 포함)

활동내용
Science On a Sphere2) 20분 / 1인승 조종 체험 20분 /

4D 가상체험 20분

이용요금 3,500원3)

참여방법
15인 미만 일반 가족 1일 전까지 전화 예약4)

15인 이상 가족 및 단체 3일 전까지 전화 예약

진로체험형 당일체험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운영시간 10:00, 13:00(운영시간은 예약 시 협의가능)

소요시간 120분(대기시간 포함)

활동내용
(스페이스 투어 외)

별자리 교육 20분 / 영상 교육 20분

이용요금 5,500원

참여방법 사전 유선예약(061-830-1517) 최소인원 40인

QR코드를 스캔하면
현재 모집 중인 특성화 캠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061-830-1584

QR코드를 스캔하면
현재 모집 중인 가족 캠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061-830-1577 Step 2 Step 3 Step 4Step 1

참가단체 
모집 공고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심사
결과공지 
및 통보

참가단체 선정절차

신청대상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특성화 자유선택교육기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준공

천체투영관 개관

우주과학 
실험체험실 구축

덕흥캠퍼스 
천체관측소 준공

2010. 06

2011. 08

2012. 12

2013. 04

물리광학 실험체험실Ⅰ 물리광학 실험체험실Ⅱ 물리역학 실험실

기하광학 실험체험실Ⅱ항공우주 실험체험실 기하광학 실험체험실Ⅰ

천문관측 실습실 자료처리 실습실

임무통제센터 우주왕복선 조종 체험장비 달 적응 체험장비

행성탐사로봇 조종 체험장비우주정거장 적응 체험장비 다축회전 체험장비

우주선 조종 체험장비Science On a Sphere 우주유영 체험장비

<우주체험장비> <실험체험실>



국립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