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우주센터
National Youth Space Center

행성의 비밀을 탐사하라
- 탐사로버를 통한 화성의 이해
- 탐사로버를 원격 제어
- 탐사로버 GUI 수정
- 행성탐사 미션을 수행하라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국가에서 설립한 최초의 우주과학 분야 특성화 체험기관
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우주과학 실험체험활동’을 통해, 청소
년이 138억년의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
을 고루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m 전파망원경 3기로 구성된 전파간섭계. ‘아날로그
푸리에 변환기 제작’. ‘전파로 본 하늘’. ‘더하기로
알아보는 파동의 성질’등의 프로그램에 활용.
천체투영관은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천체를 지름 15m
반구형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설.
천체의 공전과 자전 운동. 행성체 표면에 벌어지는 동력
학적 현상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하늘전망
대에서는 실제로 기초관측을 위한 반사망원경과 굴절망
원경으로 천체의 세세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 시설.

SOS는 1.73m 구형 스크린에 이미지, 동영상 형태의 과
학 콘텐츠가 투사되어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미국 해양대기청
(NOAA)에서 제공하는 기상관측 데이터, 지표면 데이터,
해양관찰 데이터, 미래예측 데이터등을 활용.
원격관측이 가능한 1m망원경과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자료처리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실험활동, 과학교사와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 예비청소년지
도자 실습을 비롯해, 양질의 관측자료 획득, 천문연구 등
깊이 있는 활동프로그램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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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지
구를 떠나 천체를 탐험해 볼 수는 없을까?. 등의 다양한
우주과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
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대상

차시

행성의 비밀을 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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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업 차시 계획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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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통한 현재 미래의 이해. 화성탐사로버를 통하
여 화성에 대한 정보와 탐사로버 파악.
탐사로버의 구동방식을 이해하고, 화성탐사미션 수행
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한다.
탐사로버 구동을 위한 GUI접속 방법 이해 및 미션 수
행을 위한 GUI를 수정 할 수 있다.
화성탐사미션을 수행해보고, 미션 과정 중 발생하
는 문제점을 팀원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과거 화성에서 활동했던 탐사로버를 바탕으로 화성에 대
한 정보를 얻고, 탐사로버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러한 정
보를 바탕으로 ‘행성의 비밀을 탐사하라’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탐사로버 구동 방식을 이해하고 화성탐사미션 수행을 위
한 사전 작업을 수행한다. 탐사로버 구동을 위한 GUI 접
속 방법 및 수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사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점을 팀원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