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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가족별난캠핑 문의

작성일 2018.09.27 14:09 등록자 정지나 조회수 401

10월 27일에 있을 캠핑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되었네요.
홈페이지 상에는 전화와 현장 접수만 된다고 해서
접수일인 오늘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휴관일이라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0월 27일은 대기도 안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10월 13일에 대기 예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많이 기다렸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RE] 정남진천문과학관입니다.

작성자 장흥천문과학관 작성일 2018.09.29 21:14

[원본글]
정지나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별난가족별난캠핑 문의
10월 27일에 있을 캠핑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되었네요.
홈페이지 상에는 전화와 현장 접수만 된다고 해서
접수일인 오늘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휴관일이라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0월 27일은 대기도 안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10월 13일에 대기 예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많이 기다렸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립니다.
<별난 가족 별난 캠핑>천문캠프는 운영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만 전화접수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10월 27일로 예정된 천문캠프는 9월 27일(목) 1시에 예약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27일(목)은 추석연휴 천문과학관 운영에 따른 휴관일로 천문과학관은 운영이 되지 않았으나 
천문캠프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 정상적으로 예약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예약전화로 인하여 1시 13분에 8가족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시 30분까지 문의전화를 받아 예약이 마감이 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약 마감과 휴관일임을 감안하여 더 많은 문의전화를 받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더불어 추가예약과 대기를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10월 13일도 8가족 예약이 마감이 되었으며 또한 취소내역이 없어 대기 또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정남진천문과학관은 더 많은 분들이 <천문캠프>에 참가하셔서 특별한 체험을 하길 원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길 원해서 기존 5가족에서 8가족으로 늘려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나 
천문과학관 운영인력이 부족으로 참가인원 및 운영일 추가가 정말정말 여의치 않습니다.ㅠㅠ
많은 분들이 천문캠프에 참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문과학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운영인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고 날짜와 시간 맞춰 전화를 주시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으나 
예정된 일정 및 인원이 최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쉽게도 올해 <별난 가족 별난 캠핑>천문캠프는 10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내년에 새롭게 정비된 천문캠프를 기대해주세요...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천문과학관 061-860-0651~2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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