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금) ~ 7.16 (월)

내가 만든 과학놀이 콘텐츠 과학관에 전시된다.

과학놀이 콘텐츠란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와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창작물입니다.
 참가대상
초등학생에서 성인까지 팀단위 참가
※ 초등부 / 중·고등부 / 성인부 부문

 공모일정
•참가신청서 접수(온라인) : 6.15~7.16
•작품 심사(전문가 현장심사) : 7.21
•수상작 전시(75개) : 8.8 ∼ 9.16
•시상식 : 9.16
※ 온라인 접수 후 심사를 위해 작품을 제작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방문
※ 수상 콘텐츠는 전시, 교육 등을 위해
과천과학관에서 무상으로 활용

 시상내역
구분

수

부상

대상

부문 별 1팀

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

부문 별 1팀

상품권 30만원

우수상

부문 별 3팀

상품권 20만원

장려상

부문 별 20팀

상품권 10만원

비고

국립과천과학관장상

 심사기준
우수성(50%), 과학적 요소(30%), 재현 가능성(20%)

 접수방법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 www.sciencecenter.go.kr | 이메일 : makerfestival@korea.kr
•문의 : 재미있는 과학놀이 콘텐츠 공모전 담당자 Tel_02) 3677-1529

내가 만든 과학놀이 콘텐츠 과학관에 전시된다.

과학놀이 콘텐츠란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와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창작물입니다.
과천과학관에서 운영 중인 과학놀이 콘텐츠 예시입니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독창적인
과학놀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선자동차

#작용반작용 #공기저항 #자동차 원리

풍선 속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풍선 크기와 자동차
모양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해합니다.

뱅글뱅글 팽이

#회전운동 #무게중심 #색간섭

투명 필름을 자르고 무게중심에 나무막대기를 꽂아 팽이를 만들고 색칠합니다.
회전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레버 오토마타

#지레원리 #연결구조 #오토마타

움직이는 캐릭터를 구상하고 종이와 수공작 도구를 이용해 만듭니다.
지레구조를 연결하고 따라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합니다.

종이 전자회로

#전류 #회로 구성 #도체 부도체

불빛을 내는 그림을 구상하고 엽서 형태로 색칠합니다. LED전구와 건전지를
전도성 테이프로 연결해 회로를 구성합니다.

구슬 오뚝이

#무게중심 #중력 #오뚝이

플라스틱 컵과 구슬을 이용해 오뚝이를 만듭니다. 구슬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을 관찰하고 동물 모양으로 꾸며 완성합니다.

풍선 로켓

#로켓원리 #작용반작용 #로켓

풍선, 빨대, 종이컵을 이용해 로켓의 구조를 만듭니다. 풍선 속 공기가
빠져나가는 힘으로 날아가는 작용 반작용 원리를 이해합니다.

비행체 만들기

#공기저항 #윈드튜브 #비행체

종이접시, 종이컵 등을 기초로 바람을 받으면 떠오르는 비행체를 만듭니다.
형태별로 비행 차이를 관찰하며 공기저항을 이해합니다.

구슬길 만들기

#위치에너지 #관성 #경로

타공판에 핀을 꽂아 구슬이 굴러가는 경사대, 호스 등을 고정합니다.
구슬이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다양한 구슬길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