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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01. 떠오르는 동대구 상권, 신세계 낙수효과
모바일웹
02. 구독신청
<지방자치의전체기사보기
성공! 민선 6기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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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터뷰]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 "내년

국내외종합

04.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 청송' 28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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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유레카'개최
06.

초임 연봉 3천500만원이 넘는 고용친화
[인터뷰]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바른정

국립대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전통과학 전시

07. [디경TV] 경남 합천 '엽총 인질극' 23시간
08. 영천 복숭아 올해 첫 해외 나들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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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구시 '자갈마당' 폐쇄 방안 마련한다,
10. 실내 드러낸 제네시스 G70, 올해 하반기

국립대구과학관(관장 김덕규)이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를 개최했다.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에서 개최되는 ‘유레카’는 3가지의 주제
로 구성됐다.
먼저 그리스 카타콜로에 위치한 코스타스 코사나스 과학 박물관
(The Museum of ancient Greek Technology Kostas Kotsanas)으로부터 고대 그리스 발
명품을 재현한 전시품 54여점을 후원받아 전시를 열었다. 또 현대 과학기술과 유사
한 과학법칙·원리를 학습할 수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의 특별전에는 아르키메데스, 헤론, 필론, 피타고라스 등과 같은 위대
한 과학자에 대해 학습하고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발명품 체험장도 마련됐다.
마지막 주제의 특별전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공동
으로 우리나라 전통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전시코너를 마련했다.
‘하늘과 땅, 사람을 잇는 과학기술’ 이라는 주제의 이 코너는 동서양 문화의 기저(어
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에 깔려있는 과학기술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슨트(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설
명하는 역할을 하는 안내인) 프로그램도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며 평일에는 30분마다, 주말은 15분마
다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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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지방자치의 성공! 민선 6기 4년차><1>‘북구 르네상
[디경TV] 대구, 행정자치부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현장영상&포토> 대구시, 행정자치부와 함께 '규제혁
"저금리 속 수익 좋은 상가가 뜬다", '동천역 태왕아너스
대구시 규제 개선해 경제 살린다,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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