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접수에 관한 사항 -----------------

★ 프로그램 순서: 천체투영실(15분) ⇒ 전시실(10분) ⇒ 천체관측실(25분)
(날씨가 흐린 경우 망원경 설명만 진행)
!!중요!! 늦어도 프로그램 시작 15분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관람권 매표 완료하셔야 하며,
사전 접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천문과학문화관 내 입장은 프로그램 시작 30분전부터 가능합니다.
★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전시실 관람인원 축소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1회 당 20명 (선착순 온라인 사전 접수)
▶ 1인당 최대 5명 신청 가능
▶ 신청 시 이름 등 정확하게 입력 (추후 방문 명단 확인 시 필요)
※ 6세 미만, 65세 이상 등 무료 관람인원도 전부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도 관람하실 경우 "신청인 성명이 참가자1 성명과 동일"에 체크
※ 신청인 성명 변경 시에는 다시 한 번 체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접수를 변경하시려면 현재 신청된 사항 취소 후 다른 시간대 사전 접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시간 변경 불가합니다.)
★ 방문객 대상 발열 체크, 명부 작성을 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일행 중 1명이라도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전체 인원이 입장이 불가합니다.

-----------------------------------------------------------------------

★ 프로그램은 운영 2~3일 전, 오후 6시(18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전 접수 신청 및 취소는 운영당일 오후 6시(18시)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있어 본인이 신청내역에서 직접 취소해야 하며 전화로 취소 불가합니다.)
※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 2일 전, 오후 6시(18시)부터 신청 가능
※ 수요일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 운영 3일 전, 오후 6시(18시)부터 신청가능

-----------------------

사전 접수 방법 -----------------------

● 사전 접수 하는 방법: 선착순 온라인 접수 (현장 방문, 전화, 팩스 불가)

1. 서귀포문화예술포털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홈페이지 ☞ 프로그램

“클릭”

▶ 링크: http://culture.seogwipo.go.kr/astronomy/program/program.htm

2. 교육(특별)프로그램

“클릭”

3. 프로그램명

“클릭”

★★★ 날짜, 시간을 확인하세요!

4. 프로그램 성명, 연락처, 신청인원, 구분 등 작성 ☞ 신청완료

“클릭”

▶ 프로그램 날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프로그램 소개란 확인)

5. “신청됐습니다.” 확인

- 신청확인 방법 6. 신청자목록

7. 승인 확인

“클릭”

------------------

사전 접수 취소 방법 ------------------

● 사전 접수 신청 및 취소는 운영당일 오후 6시(18시)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있어 본인이 신청내역에서 직접 취소해야 하며 전화로 취소 불가합니다.)
1. 신청자목록

“클릭”

2. 신청자이름 “클릭”

3. 신청자명과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4. 예약취소

“클릭”

5. 프로그램 신청을 취소합니다 ☞ 확인

6. 사용자취소, 취소완료 확인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