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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맞아광주전남지역대표

과학관들이 관람객을 위한 특별행사를

준비했다

호남지역 거점과학관 광주시 북구 오

룡동국립광주과학관은5일부터8일까지

연휴기간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상설전

시관입장료(2000원)를무료로제공한다

또 상설전시관에서는 풍선을 이용해

과학을 재밌게 풀어내고 흥미를 더하는

마술공연과 광주과학관의대표캐릭터

루체를몸에새겨보는 타투 등아이들

을위한체험행사도기획했다

부모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미

아방지팔찌만들기와과학관방문을추

억으로 남길 수 있는 즉석사진 이벤트

도열린다 과학과관련된영화를무료로

관람할수있는 시네마데이트도있다

연휴 4일간 상설전시관 2층 빛 탐구

실에서는 참가비 5000원이던 교육프로

그램 분광기 만들기(정원 20명)를 하루

5차례무료운영할방침이다

가족할인 이벤트도 있다 기획전시

실 1에서진행하고있는특별전 바이러

스 에피소드1보이지 않는 세계 입장료

를할인해주는서비스다 이 기간기존 1

인 4000원이었던 특별전 입장료를 4인

가족 기준 1만원(1인 2500원 상당)에 제

공하는 가족 프리패스만원의 행복이

다

이 특별전 방문객들에 한해서는 숨겨

진 바이러스 찾기와 도전! 바이러스 퀴

즈왕 등 체험퀴즈형식의 이벤트를 열

고 참가자들에게 선물도 지급할 예정이

다문의 06296062102

목포시 산정동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은 어린이날 맞이 무료입장과 5월의 푸

른꿈체험행사가열린다

5일부터 8일까지 일반 3000원청소년

2000원초등생 1000원유치원생 500원

이던기존입장료없이무료로누구나관

람할수있다

또 5일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과

학관 내 전시관에서 가족단위 방문객들

에게무료로체험기회를제공한다

원격으로 수조에 있는 미니 로봇 물고

기를 조종해보는 미니 로봇 피쉬 놀이

터와과학관을돌며문제를풀어오면소

정의 기념품을 주는 과학관에서 정답을

찾아라 풍선에어린이들얼굴캐리커처

그려주기가 진행된다 문의 061242

6359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도 연휴기간 요요볼 로켓풍

선만들기(오전 10시낮 12시)와 요술

그리기 팔찌(오후 1시3시) 체험프로

그램을운영한다 또 타투체험과 가족사

진 촬영 등도 제공한다 문의 061830

87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전남 해양수산

과학관은 방류 체험을 위해 기존 1000

원에 판매하던 볼락 치어를 5일 선착순

100가족에 한해 무료로 제공 어린이

500명을대상으로소정의선물을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61644413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정남진 물과학

관도 연휴기간 어린이들의 입장료는 물

론 민물고기 생태포스터를 선물로 증정

한다 또 기존 1시간마다 1회 15분간 상

영되면 4D영상도연속상영하며 과학관

련 만화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8630051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알수록신비한우주행성혜성잇따라발견

KT가 4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7

과 갤럭시S7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

을인상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월 6만

원대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 599

기준으로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

의 공시지원금이 14만3000원에서 22

만원으로올랐다

또월 10만원대가장비싼요금제를

사용하면 갤럭시 S7과 엣지 공시지원

금은 23만7000원에서 25만3000원으

로 1만6000원인상된다

여기다 공시지원금의 최고 15%인

추가지원금을받으면갤럭시S7 32GB

의 최저구매가는 KT에서 54만5000

원이다

KT는중저가폰에대한공시지원금

도올리고출고가를인하했다 599 요

금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A3(2016)

과 갤럭시 폴더의 공시지원금은 20만

원에서 30만9000원 26만원에서 27만

5000원으로각각올랐다

LG전자 X스크린과 AKA는 공시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할부

원금이0원이다박기웅기자pboxer@

지구에서 39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비슷

한행성 3개가동시에발견됐다

벨기에미국영국인도 등 국제연구팀은왜성 트

라피스트1(TRAPPIST1)의 주위에서 이 별을 공

전하는 행성 3개를 관측했다 이들의 크기가 모두 지

구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Nature) 2일

자온라인판에발표했다

이 별은지구에서 39광년 정도떨어진곳에있는데

온도가 2550K(약 2277도) 정도고 밝기가 태양의 0

05%정도라매우희미하고어둡게보인다질량은태

양의 8%정도고 지름은 115%에불과해관측하기가

쉽지않다

연구팀은지난해이희미한별을관측하던중행성

3개가규칙적인간격을두고별주위를지난다는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이들행성의크기가모두 지구와

유사할것으로추정했다

또 3개행성중상대적으로별가까이에있는행성 2

개는각각 15일과 24일 만에별을한바퀴도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들과별사이의거리는매우가깝지만두위성이

별에서받는 복사에너지의양은지구가태양에서받

는에너지의 24배정도인것으로확인됐다 이는별

이희미하게빛나고있기때문이다

별에서가장먼세번째행성의공전주기는 45일에

서 73일사이에있으며 별에서받는복사에너지의양

은 지구가 받는 태양복사에너지 양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 관계자는 마침 유럽 초대형망원경(E

ELT)과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건설중으로곧이들

행성의대기구성과물의존재에대해서도연구할수

있을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태양계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꼬리없는혜성이처음발견됐다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이 발견한 혜성은 C2014

S3로일반혜성과는달리꼬리가없다

2014년팬스타스(PanSTARRS) 망원경으로확

인된 혜성은 꼬리가 없는 특징 때문에 맹크스

(Manx꼬리가없거나짧은고양이)라는별칭이붙

었다

맹크스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무수한 소행

성처럼 암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꼬리가 없다

다른혜성은얼음먼지등으로이뤄져태양에접근

할때증발이일어나꼬리가생긴다

맹크스는 명왕성 밖의 궤도를 도는 혜성군 오르

트성운(Oort Cloud)으로부터왔다

과학자들은 맹크스가 지구 형성 시기에 지구 근

처에서 만들어졌다가 행성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태양계가장자리로밀려난것으로보고있다

하와이대의 카렌 미치 박사는 꼬리 없는 혜성이

요리되지않은첫소행성이라며 (태양계의기원

을밝히기위해)최선의냉동고에보존된상태라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자이자 천문학자인 올리비에 에노는

첫번째암석혜성을발견했다며 연구의진척을

위해 같은 종류의 다른 혜성을 더 찾고 있다고 설

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

cience Advances)에실렸다 연합뉴스

왜성과주위를도는행성의모습을표현한상상도

ESOM Kornmesser 제공

온가족즐기는과학체험전풍성게다가공짜라고요?

꼬리가없는혜성 맹크스

유럽남부천문대(ESO) 트위터캡처

39광년 떨어진지구크기 삼둥이 행성 혜성인데꼬리가없네?

태양계기원실마리 맹크스 발견

지구와비슷한시기생성뒤밀려나

국립광주과학관 (58일어린이무료입장)

과학풍선공연 네모선장의팡팡쑈 5월 6 8일오후 1시 3시30분

캐릭터 루체 타투체험 58일

미아방지팔찌만들기 58일

가족즉석사진 58일

시네마데이트 58일 (무료) 오전 10시오후5시

분광기만들기 58일 (무료1일 5회)

홍보부채배포 58일 (1일 1000개한정)

가족프리패스 만원의행복 58일 (바이러스특별전4인1만원)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58일누구나무료입장)

미니로봇피쉬놀이터풍선캐리커처

과학관에서정답을찾아라
5일오전 10시오후5시

고흥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요요볼로켓풍선요술그리기팔찌 만들기

타투체험가족사진촬영
58일

여수전남해양수산과학관

민물고기생태포스터증정

4D영상과학만화상영
58일

장흥정남진물과학관 (58일어린이무료입장)

볼락치어방류 5일 (무료선착순 100가족)

광주전남지역어린이날주간과학프로그램

갤럭시S7 공시지원금인상

KT 중저가폰출고가인하

광주전남지역과학관 58일 어린이무료관람

로봇물고기조종미아팔찌만들기등행사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