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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렬
정창희

1965년 창립총회(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1970년 제6차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한국과학정보센터)
?

1975년 추계 학술발표회(국립천문대)

1980년 제16차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국립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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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정재훈

홍대길

홍병희

권석민

신준호

우종옥

최규성

천무영

장경애
김강민

양은수
김희수

김봉규

1985년 제21차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과학기술회관)

1990년 추계 학술대회(전남대학교)

1995년 춘계 학술대회(이화여자대학교)

2000년 제36차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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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창립 40주년 기념 봄 학술대회(용평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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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을 학술대회(변산 대명리조트)

2014년 가을 학술대회 및 제51차 정기총회(롯데시티호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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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행사 및 활동
▶ 국립천문대 설치를 위한 활동

국립천문대 관측소 후보지 양자산 전경과 관측용 망원경(1969년)

국립천문대 관측소 후보지 소백산 답사
심운택

풍기역 조수

주광희

유경로

현정준

김정흠

이철주

오병헌

이은성

우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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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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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행사

소백산관측소 개관 기념 국제 관측천문학 심포지엄(1978년 9월 27일, 연세대학교)

우주와 생명의 진화 심포지엄(1979년 10월 23~24일, 국립과학관)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600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5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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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제천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
(1996년 8월 19~23일,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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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박사 탄신 101주년 기념 강연
(1997년 4월 18일, 경북대학교)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세종시대의 천문학”(1997년 9월 1일, 호텔롯데 대덕)

IAU Symposium 197 “Astrochemistry: From Molecular Clouds to Planetary System”
(1999년 8월 22~27일, 제주도 서귀포 하야트 호텔)

제12차 국제천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2014년 8월 18~22일, 대전 컨벤션센터)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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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985년 4월 20일, 과학기술회관)

학회장 및 원로 회원들의 축하 케이크 촛불 끄기

공로메달(유경로, 이은성 회원께 증정)과 기념품
(해시계 모형)

학회 발전 공로자에게 수여할 감사패 소개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성래 교수)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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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2005년 4월 20일, 용평리조트)

창립 40주년 기념 휘호 설명(회장: 김상준)

원로 회원의 기념 케이크 절단

토론회: 전진과 도약

국악 공연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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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세계 천문의 해 행사

세계 천문의 해 로고
전야제 행사(2008년 12월, 서울 청계천)

세계 천문의 해 선포식(1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세계 천문의 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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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 행사(1월, 부산 해운대)

일식 관측(7월 22일, 청와대와 코엑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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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과 SF 작가들의 만남(2월, 소백산천문대)

학교 방문 강연: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

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

천문학과 만화작가들의 만남(5월, 보현산천문대)

갈릴레오 교원천문연수(3월, 천문연구원)

100시간 천문학 - 거리의 별 축제(4월, 서울 남산)

(5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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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 개최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2009년 10월 7~14일, 전남 담양)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2012년 10월 16~24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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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

이사회(2000년 5월 12일, 천문연구원)

이사회(2010년 1월 21일, 경희대)

학회사무실 개소식(2000년 5월 12일, 천문연구원)

천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2008년 12월 19일, 국회)

발전전략 워크숍(2010년 8월 26일, 무주)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임원연찬회(2011년 8월 25~26일, 롯데 부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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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전연구회 2차 공청회(2011년 10월 7일, 제주 샤인빌 리조트)

장기발전연구회 보고서 표지
(2013년 7월 17일 공표)

2021년도 국제천문연맹 총회 유치 제안서 설명회
(2014년 6월 13일, 천문연구원)

규정개정위원회 워크숍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2014년 6월 13일, 대전 리베라 호텔)

(2014년 12월 18일, 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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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학술 관련 상의 첫 수상 사진

학술상(1996년 제정, 현 젊은 천문학자상)

우수포스터상(2005년 제정)

제1회 이명균 회원(1997년)

제1회 김승리 회원과 이경숙 회원 공동 수상
(2005년 가을)

샛별상(2006년 제정)
제1회 이호규 회원(2006년)

소남 학술상(2007년 제정)
제1회 홍승수 회원(2007년)

천문학회 학술상(2010년 제정)
제1회 채종철 회원(2010년)

천문학회지 우수논문상(2012년 제정)
제1회 임명신 회원과 최윤영 회원(사진 없음)
공동 수상(2012년 )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xv

천문올림피아드

제1회 한국천문올림피아드 포스터와 시상식(2001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제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자

제8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2002년 10월, 러시아 북 코카서스)

(2003년 10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

제1회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2005년 12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제1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2007년 12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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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2007년 9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공화국 시메이즈)

제13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2008년 10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한국 종합 1위

–한국 종합 1위

제9회 한국천문올림피아드 경시대회
(2009년 5월 9일, 서울대학교 및 세종대학교)

2012년도 천문올림피아드 교육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제16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2011년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 차기 개최지 성화 인도

제19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 한국 종합 1위
(2014년 10월, 키르키스탄 비슈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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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시설 및 장비의 변천

6inch 굴절망원경
(1929년 연희전문학교)

16inch 반사망원경(196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소백산천문대 24inch 망원경으로 촬영한 최초 사진
(1975년 12월 27일 촬영, 오리온 성운)

소백산천문대 24inch 반사망원경
(1975년 설치, 1977년 11월 촬영)

대덕전파망원경 준공(1985년 12월 23일)

대덕전파망원경으로 얻은 첫 CO 분자선
(1987년 5월 25일, 오리온 KL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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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으로 관측한
슈메이크-레비 혜성의 목성충돌 흔적
(1994년 7월 17일 촬영)

보현산천문대 태양플레어 망원경 준공
(1997년 9월 30일)

보현산천문대 준공식(1996년 4월 3일)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용 고분산분광기 BOES 개발
(2002년 완성, 2004년 9월 관측 시작)

태양 중분산 분광망원경 개발
(2002 년 9월)과 태양영상분광기 KSIS 로
얻은 Hα 영상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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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성 1호(2003년 9월 27일 발사)와 탑재된 자외선 분광기 FIMS/
SPEAR로 얻은 1370~1710Å 전천 관측 영상

보현산천문대 1.8m 망
원경용 근적외선 영상
관측장비 KASINICS와
첫 관측 영상( 2006 년
12월 15일, OMC-1)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건설(2001년 시작, 2008년 건설 완료)과 세계 최초 KVN 4채널 동시 관측 VLBI 영상 획득
(2012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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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채종철 교수팀
이 개발한 고속영상 태양분
광기 FISS의 사진과 2010년
미국 빅베어태양천문대에
설치하여 2014년에 얻은 태
양의 고분산 분광 영상

과학기술위성 3호(2013년 11월 21일 발사) 및 첫 관측 영상(안드로메다 은하)

미소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 전용망원경 KMTNet 망원경과 설
치 위치(왼쪽), 관측에 사용할 9k X 9k
CCD 칩 4개를 배열한 카메라(위쪽)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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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록 자료

창립 당시 학회 회칙 초안 사본(1965년)

국제천문연맹
개인회원 4명
(심운택, 유경로, 현정준,
조경철)의 가입 확인서
(1973년 9월)
『천문학회지』 1권 1호 표지(1968년)

『천문학회보』 1호 표지(1976년)

xxii 

『천문학논총』 1권 1호 표지(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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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증(1979년 8월 1일)

학술단체 지정서

법인설립허가증

(1998년 9월 2일)

(2000년 2월 8일)

학회 부설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현판과 개소식 사진(2005년 9월 23일)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개소식 방명록

사진으로 보는 한국천문학회 50년

제1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엄
(2007년 1월 19일, 세종대왕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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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50년사』의
발간을 즈음하여

한국천문학회가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는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학회의 구성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과 20명
남짓한 인원으로 시작한 천문학회가 어느덧 1,000명 가까운 회
원을 둔 커다란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대로 된
망원경도 없고 천문학을 가르칠 인력도 부족했으나 이제는 세
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연구자들이 우리 학회에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루
어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천문학 연구는, 양적으로는 아직도 규모가 작지만 질적으
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아래서도 꿈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회의 활성화에 힘써 주신 역대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보
기 위해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
었고,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임의 단체로 시작되었던 학회가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은 지난 2000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회장의 근무지에 따라 사무실이 옮겨 다녔기 때문
에 기록물이 많이 소실되었으나 사단법인으로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천문연구원에 항구적
인 사무실을 마련한 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문서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천문학회 산하 올림피아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서울 사무실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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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에 자리 잡게 되어 학회의 운영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선진 국
가들의 경우처럼 독립된 건물을 보유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0년
사 발간은 자칫하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는 학회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자료와 역사를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천문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대 과
학의 바탕이 천문학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빛나는 업적이 계승 발전되지 못
한 이유를 이해하고,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과
거에도 우리나라에 천문학회 같은 조직이 있었다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
이고 과학 혁명이 이 땅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문
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연구자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가능
하게 해주는 학회는 학문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의 도약을 이루게 해준 또 하나의 사건은 학술지 창간이었습니다.
『한국천문학회지』(현 JKAS: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를 창간한 것은 학회 창립
후 3년이 지난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번 발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당시에 학술지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용기 있
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술지를 통해 비로소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JKAS 역시 한 해도 쉬지 않아 2015년에는
제48권이 발간될 것이며, 이것 역시 스스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
문학논총』이나 『천문학회보』 역시 한국천문학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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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니다.
지난 50년이 그랬듯이 한국 천문학은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되
고 있거나 논의 중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에는 최고 수준의 천문학 연구가 우리나라에
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국민도 새롭게 축적되는 지식을 향유하고 문화
국가의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천문학회가 자
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천문학회 50년사』 편찬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입니다. 불과 8개
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러한 방대한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
다. 이런 일을 기꺼이 맡아 편찬 작업을 진두지휘해 주신 민영기 편찬위원장을 비롯한 모
든 편찬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원고를
맡아 집필해 주신 회원님들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앞으로 천문학회 발전의 중
요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5년 3월
한국천문학회장 이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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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천문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천문학 발전을 위해
굳은 의지와 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천문학
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 남겨진 정
교한 관측 기록과 빛나는 문화유산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
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근대화 대열에 늦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천문학 연구에 대한 전통이 끊어져 오랜 시간 정체되
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1965년, 선각 학자들이 뜻을 모아
한국천문학회가 발족되었으며 학회 회원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1974년 국립천문대 발족이
라는 큰 업적을 이룬바 있습니다.
천문학은 기초과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계절을 결
정해 주고,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역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천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성, 진화를 규명하기 위한 학문이자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성장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천문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우주강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천문학회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초석이 되어 더 큰 성장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계의 길을 같이 걸어온
동반자로서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학회의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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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전에 기여해 오신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천문학회의 무궁한 발전
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부섭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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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의 세계 중심지로
부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천문학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대표하여 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민영기 편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
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시는 이
형목 한국천문학회장님과 임원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1965년
에 창립된 한국천문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965년은 우리나라가 매우 빈곤한 가운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던 시절이며, 그 해 105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국
민소득이 2013년에 2만 6,205달러로 증가했으니 ‘한강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천문학회도 1965년 창립회원 수 20명 정도에서 현재 900여 명으로 성장
했으니, 과히 경이적인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창립 이후 한국천문학회는 1973년 국제천문연맹(IAU)에 가입했고, 그 동안 1996년과
2014년에 IAU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JKAS(천문학회 영문 학술지)가
SCIE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반세기에 접어든 한국천문학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
서 이만큼 성장했음을 축하합니다. 한국천문학회가 앞으로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천문학 연구의 세계 중심지로 한국이 부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천문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초과학이라고 생각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천문학은 시간과 계절을 알게 해주어 농업에 활용
되었고, 지구와 우주 생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푸는 기초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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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는 근대적 자연과학의 출현과 과학혁명
의 주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학회에서 발간한 『한국 천문학의 새로운 도약
2013~2022 발전계획』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천문학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인류의 지적 요구를 탐구하는 순수 기초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의 발전은 기타 자연과학(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운석과 성간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적 성분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
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 등에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학문으로, 국가에서 키워야 할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천문학은 기초학문의 영역을 넘어 실용학문으로서도 중요하며, 국가의 전략 차
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의 대표적인 관측 장비인 망원경, 분광기, CCD
카메라 등은 타 학문 분야의 실험 장비로도 활용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에서 파생된 우주기술은 인공위성 및 우주 개발 등과 관련된 국
제적 대응 전략 및 국가안보와도 관련됩니다. 우리의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인공위성
(2013년 1월 30일 발사성공)은 우주공간에서 지구 타원궤도(300×1,500km)를 하루 14바퀴씩

돌며, 우주방사선량과 이온층 등 우주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그 관측 데이터는 우
주방사선량 모델링, 우주방사선이 우주 부품에 미치는 영향, 이온층이 통신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의 또 하나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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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은 과학문화 창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
은 어린 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며, 젊은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
여 과학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창조적 아이디
어와 상상력으로 연결되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 한국천문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한국천문학회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내 천문학자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거
나, 국내에 세계적인 천문관측 시설이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천문학자들이 꿈을
꾸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천문학회가 바라는 제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IAU General Assembly)가 2021년에 한국으로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
천문학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천문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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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해
무궁한 발전을 해나갈 터…

한국천문학회가 탄생 50년을 맞이한다. 정확히는 50년 전 1965
년 춘분날 3월 21일에 태어났다. 사람으로 치면 지명(知命), 나
이 50에 하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깨닫는 시기라고 했다.
‘하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한국천문학회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바로 문자 그대로 아닌가?! 그러나 한국천문학회는 사람
처럼 늙고 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
무궁한 발전을 해나갈 터이다.
한국천문학회 탄생 반세기!
학회가 태어난 당시에는 불과 몇십 명의 회원들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총회가 여러
병행회의장(parallel session)을 필요로 할 만큼 크게 장성했다.
당시를 회상하면 언제나 귀속에 희미하게 흘러들어오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지금
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로 시작되는 노래의 구절…. 사실 그 건물(구 서울대학교 문리
대학 본관)에 가까운 한 모퉁이에 마로니에 나무 한 무더기가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 옆

을 17년 동안이나 매일 같이 지나치면서도 그 존재를 느껴본 일은 별로 없었다. 사실 마로
니에 나무는 눈에 돋보이는 나무가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낫다”는 말이 있듯이, 시초는 초라한 것이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학
회가 이루어낸 업적은 가히 눈여겨볼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즉, 1973년 호주 시드니
에서 개최된 국제천문연맹(IAU)의 제15차 총회에서 한국천문학회의 가입이 승인된 이후,
1974년에 우리나라 국립천문대의 탄생, 1980년대 국내 대학의 천문학에 연관된 학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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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재 양성 등으로, 학회의 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었다.
이제 반세기를 맞이한 한국천문학회의 무궁한 앞날에 더욱 빛나는 역사가 같이 하기
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천문학회
초대 회장 현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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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100주년을 기대하며

『한국천문학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불과 2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한국천문학회는 지난
1973년 국제천문연맹(IAU)에 정식 회원국 가입을 거쳐 1996년
에는 국제천문연맹(IAU) 아태지역 학회를 개최했으며, 이제는 4
개의 학술분과와 부설연구소까지 갖추고 회원 수도 800명 가까
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JKAS는 국제
적 학술지로 자리매김했으며 PKAS는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분
야의 국 · 영문 전문 학술지로 발전했습니다. 학회의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초기 황무지
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 천문학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해주신 선배 천문학자
들이 게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
니다. 한국천문학회 설립 이래 한국 천문학 발전은 한국천문학회가 그 중심이 되어 방향
과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천문학회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인 국립천문대 설립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
습니다. 한국천문학회가 창립되고 나서 당시 한국천문학회 설립위원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추진한 것이 국립천문대 건설이었으니, 한국천문연구원의 터전도 한국천문
학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천문학회의 도움으로 태
어난 한국천문연구원도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천문학회의 발
전과 궤를 맞추어 한국천문연구원도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발전에는 한국천문학회의 선후배 그리고 동료 천문학자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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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 천문학 발전
을 위해 한국천문학회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50년간 한국 천문학 발전을 꾸준히 이루어낸 한국천문학회에 감사
드리며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에는 진정으로 우
리 한국천문학계도 세계적인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뤄 자랑스럽게 문명국 대열에 동참하
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여기 50년사에 기록된 지
난 발자취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50년사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0년간 한국천문학회의 큰 발전을 위해여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한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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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창립 이전의
천문학

1.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천문학이 시작된 시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
의 천문 활동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많은 고인돌이 남아 있
는데, 일부 고인돌의 덮개돌에 성혈(cup-mark)이라 불리는 홈이 새겨져 있다. 이 홈들은 풍
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새겨 놓은 것이라 추측되고 있으며 별자리와 닮은 여러 홈들
이 발견되어 별자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덮개돌 홈의 제작 이유와 목적은 명
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과 북한에서는 이미 고인돌 성혈과 별자리의 관련성을 보
고한 바 있다. 남한 고인돌 연구에서도 천문학적 관련성이 알려졌다. 별자리에 관한 국내
의 첫 연구는 청원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서 발견된 홈의 위치를 별자리와 동정한 것이다.
돌판에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홈이 발견되었는데 밤하늘 별자리와 비교한 결과 북두칠
성, 작은곰자리, 용자리 등의 별자리를 표현한 것임을 확인했다. 돌판에 새겨진 별자리는
실제 별자리와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고고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많은 고인돌에 성혈이 있다
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300기가 넘는 고인돌의 덮개돌을 조사해서 홈의 위치와 패턴
을 천문학적 관점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덮개돌의 배치와 상관없이 홈이 덮개돌의 중심
에서 동남쪽에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거석문화 시대에는 동지의 일출 방
향과 동남쪽 방향을 관련짓고 있음이 유럽의 여러 고인돌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남한 고인돌에 새겨진 홈의 천문학적 방향성 외에도 홈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 북두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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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득이 고인돌 돌판과 반전된 모습의 도면: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용자리(박창범 등 2001)

a, c = 북두칠성, b = 남두육성, d, e = 북쪽왕관자리, f, g = 좀생이별, h = 삼성(三星), 남두육성, 좀생이별(양홍진
2004)
그림 1-2 별자리 모양의 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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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마니산 참성단(왼쪽)과 태백산 제천대(오른쪽) 모습. 전체적으로 천원지방의 형태를 닮은 구조

남두육성, 묘수, 북쪽왕관자리 등의 별자리 모양이 여러 지역의 고인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고인돌 덮개돌에 그려진 별 그림은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 기
록으로서 우리 민족의 천문관측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청동기 시대를 이어
고구려와 고려의 무덤에도 많은 별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은 무덤에 별 그림을 그리는 우리
의 전통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과거에 하늘을 관측하는 일은 역법을 만들고 하늘의 뜻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일이
었다. 하늘을 관측하는 장소 또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
대 천문대는 삼국시대 이후의 것들이며 그 이전의 것은 아직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그
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역사시대 이전 제천을 행했던 고대 천문대를 추정할 수 있다. 『세
종실록』에 의하면 마니산 참성단(塹星壇)은 과거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천대(祭天臺)로 알
려져 있다. 단군시대에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참성단에는 천문학과
관련된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천문학 서적인 『서운관지(書雲觀志)』에 따르면
“특별한 천체 현상이 있을 경우 서울의 남산이나 강화도 마니산에 올라 천체를 관측케 했
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참성단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천문학자인 관상감 관원을 미리 보
내 살펴보도록 했다. 조선시대에도 마니산 참성단을 과거 천문 활동이 이루어진 관천대
(觀天臺)로 생각했던 것이다. 참성단은 사적 136호로 지정되었으며, 마니산 봉우리 위쪽에

있다. 참성단은 5.1m의 높이로, 아래쪽은 둥글고 위쪽은 정사각형으로 천원지방(天圓地方)
의 형태를 보여준다.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개천절에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전
국체전 때에는 성화 채화를 하는 곳이다. 성화 채화에는 일곱 선녀가 등장하는데 이 일곱
선녀들은 북두칠성의 일곱별을 상징한다. 한편, 태백산 천체단에서도 매년 개천절에 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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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내고 있는데, 천제를 지낼 때 전통 별자리인 28수(二十八宿) 별자리 깃발을 제단 주변
에 펼쳐 놓는다.
고인돌의 별자리 모양 홈과 고대의 제천대 외에도 돌에 새겨진 암각화의 천체 상징
설이나, 『한단고기』 등에 기록된 천문 기록 중 오행성(五行星) 모임 현상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 선사시대의 천문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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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대표적 천문 유물로는 경주 첨성대와 고구려 무덤 별 그림을 꼽을 수 있다. 경
주 첨성대는 현재 남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신라 선덕여왕 2년(AD
633)에 만들어졌다. 첨성대는 약 9m 높이에 호리병 모양의 구조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는 고대 동양의 우주구조론과 28수 별자리 그리고 24절기와 1년 365일을 상징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첨성대의 구조를 보면 받침돌에서부터 12단 위쪽에 세 단에 걸쳐 가로 세로
1m의 창문이 남쪽으로 뚫어져 있고, 그 위에 다시 12단이 둥글게 쌓여 있으며 위에는 정
자(井字) 모양의 사각형 돌이 둘러져 있다. 첨성대 중간에 있는 창문 아래쪽은 돌과 흙으
로 채워져 있어 몸체에 안정감을 더해준다. 첨성대 윗부분은 절반만 돌로 덮여 있는데, 돌
에 파여진 홈으로 미루어 과거 관측할 때 나머지 부분도 나무판 등으로 덮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첨성대 위쪽은 관측자 한두 명이 활동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신라 첨성대
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종왕조실록』
과 『증보문헌비고』에는 “첨성대 가운데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위아
래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안축(安軸)과 포은 정몽주(鄭夢周)
그리고 조위(曹偉)의 시(詩)에서도 첨성대가 관측을 위한 건축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첨성대는 현재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구려와 백제에도 천문을 관측하던 관천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평양성 안에 아홉 개의 사당(廟)과 아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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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못(池)이 있는데, 연못 옆에 첨성대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구려 첨성대로 생각되는 이 천문대의 위치는 18
세기 중기에 제작한 평양전도(平壤全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평양성 안쪽 성곽 아래 남쪽에 ‘첨성대
(瞻星坮)’라는 글자가 있다. 전체 아홉 개의 연못 중에서 여섯

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없어진 세 개의 연못 중 하
나가 첨성대 주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와 함께
고구려도 하늘을 전문적으로 관측하던 첨성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는 일본에 많은 천문 지식을 전해줄 정도
로 수준 높은 천문 활동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백제
의 천문대 기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 1-4 신라(경주) 첨성대

삼국시대 사람들의 천문관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기의 고구려 무덤 천장과 벽면에는 해와
달, 별자리, 사신 등의 천문관련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중 진파리 4호 무덤과 덕화리 2호 무덤에는 28수 별자리 전
체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 무덤의 별 그림을 살펴보면 북두칠
성을 북쪽에, 남두육성을 남쪽에 그려 넣어 사신 방위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한 중국과 달리 우리의 고유한 별자리 배치를
보여준다. 고구려 벽화에는 별의 크기가 다양하게 그려져 있
는데, 이것은 조선까지 이어지는 우리 전통 별 그림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그림 1-5 고구려 첨성대 터(平壤全圖)

남아 있는 많은 천문기록 또한 우리의 소중한 천문자산이다.
이들 사서에는 일식과 월식, 행성의 운동, 혜성의 출현, 유성과 유성우, 오로라 등 240여
개의 다양한 천문현상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최초의 천문기록은 기원전
45년 봄에 나타난 일식 현상이다. 천체역학 계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초의 일식 기록
을 포함한 삼국시대 대부분의 관측 기록들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자 관측 기록도 남아 있어 독자적 관측
활동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꾸준하고 사실적인 천문관측 기록과 함께 관천대를 비롯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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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덕흥리 무덤(앞 칸 남쪽). 견우-직녀, 은하수, 남두
육성

그림 1-7 덕화리 2호 무덤. 해와 달, 28수 별 그림

러 천문 자산은 삼국시대의 천문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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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시대

천문과 관련해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은 흔하지 않다. 개성 궁궐터에 있는
고려 첨성대는 대표적 유적이다. 정사각형의 기둥 5개를 세우고 그 위에 판석을 덮어 놓은
것으로 보아 그 위에서 천문관측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궁궐 옆에 첨성
대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기록해 왔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남긴 엄청
나게 많은 천문 현상의 기록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천문관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천문 관련 유적으로는 13세기에 조성된 고려 신종(AD 1197~1204)의 무덤
안 천정에 그려진 별자리 그림이다. 이 별자리에는 중심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주위
에 원형으로 28수가 순서대로 잘 배열되어 있다. 공민왕(AD 1351~1374)의 무덤인 현릉의
천정에도 해와 달로 보이는 두 개의 원과 북쪽 방향 위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남쪽
에는 세 개씩 연결된 두 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왕릉에 별자리를 그린 것은
고구려시대 무덤에 별자리를 그려 넣는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왕릉 이외에 경
기도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에 있는 고려 말 권준(AD 1281~1352)의 무덤 안에도 천정에 북
두칠성과 3개의 별을 그려 놓은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안동 서삼동에 있는 무덤에는
중심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둘레에 원형으로 28수가 있어 신종의 무덤과 유사한 별
자리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천체관측을 통한 천문지식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천문 관련 유적은 매우 적은 반면 기록은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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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고려시대의 역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천문 관련 기
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왕조별 기록인 본기와 천문 기록만 모아서 따로 기
록한 천문지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모아져 있다. 그리고 천문 현상을 이용해 달력을 만
드는 원리나 일식과 월식을 추산하는 방법이 실린 역지 등이 있다.
본기 중에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났을 때 하늘의 재앙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구식
례라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종(AD 1018~1046)
12년 3월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 왕은 정전을 피해 흰옷을 입고 일식의 재난을 피하는 구
식례를 올렸다. 또한 혜성이 나타났을 때 내란 또는 외적의 침입과 자연재해의 발생을 무
척 두려워했다. 이러한 천문 관련 기록은 『고려사』 「천문지」와 『고려사절요』에 5,000개 이
상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 기록은 중국의 역대 왕조 어느 나라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다. 일식이나 월식을 포함한 태양 관련 기록, 혜성의 출현, 행성과 행성의
근접 현상, 행성이 별에 접근하는 현상, 달이 행성이나 별을 가리는 엄폐 현상, 유성과 운
석이 떨어지는 현상, 금성이 낮에 보이는 현상, 신성이 출현하는 현상, 금성이 낮에 나타나
는 현상, 노인성이 관측되는 현상 등 다양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태양과 관련된 기록만 해도 무려 663건이나 된다. 그 중에는 흑점을 관측하여
그 크기까지도 명확히 기록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려 예종 5년(AD 1151)에 태양에 검
은 점이 나타났는데 크기가 달걀만 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흑점을 발견한 1609년보다 무려 450년 전의 흑점에 관한 기록이다. 또한 오로라로 보이
는 기록도 여러 곳에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천문 기록이라는 점을 넘어서 태양 활
동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에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망원경 발명 이전의 관측 기
록으로서 그 과학적 가치가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 등을 활용한 연구에 따
르면 태양 활동은 현재 알려진 11.3년의 단주기 활동뿐만 아니라 약 100년 주기의 장주기
활동도 새롭게 추론했다.
태양 관련 기록 중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일식 관련 기록이다. 『고려사』 「천
문지」에는 135회의 일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 천체 역학을 이용한 현대적인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놀라운 점은 당시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때를 기다려 일식의 진행과정을 관측했다는 사실이다. 135회 기록 중에 1회만 제외하고
모두 지구상에 나타났던 일식이다. 일식 기록 중에는 일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날을 기다렸으나 구름이 끼어 관측을 못했다거나 또는 당연히 일식이 일어나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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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일식은 정확하게 계산했으나 예측 시간
의 오차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흔히 지평선 아래에 나타나는 일식으로 지하식이라
한다. 일식 예보 자체는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면 당시 일식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
어졌는지 알 수 있다. 다만 1회는 추측하건데 일식 기록의 연도나 날짜를 잘못 기록하여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천문 기록도 모두 실제로 관측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
성 현상 중에서 낮에 금성이 보였다는 기록을 검증해 보아도 거의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행성들의 합 현상이나 행성과 별이 접근하는 현상, 또는 달이 별이나 행성
을 가리는 엄폐 현상도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인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록을 분석해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려가 개국하던 AD 918년부터 1012년 사이인
9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천문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내란이나 외적의 침
입에 의해 많은 분량의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고려시대의 역법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수록된
역법과 관련한 역지에는 두 종류의 역법이 실려 있다. 중국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선명력
(宣明曆)과 원나라 시대 사용된 수시력(授時曆)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초에 신라시대 사

용하던 역법인 선명력을 그대로 이어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고려에서는 918년 건국 이
래 원나라의 수시력을 도입할 때인 충선왕에 이르기까지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
후 역법이 자주 개정되어 일일이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충분
히 연구도 되기 전에 역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꼭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당시 선명력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용한 선명력을 중
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서로 비교해 보면 여러 곳에서 차이가 난다. 그 역법의 근본
원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려의 선명력에서 간단 명확하게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실용적
내용만을 정리하여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여도 중국의 것을 그대
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역산방법을 충분히 소화하여 실제적인 계산에 필요한 부분을 간
단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중국은 송나라 시대였는데, 당나라 이후 송나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
은 역법을 너무도 빈번히 개력했다. 개력을 해도 전에 사용하던 역법의 결점을 보완한 것
이 아니라 의미 없이 수정을 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고려 초에도 계속 선명력을 사용했
지만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종 6년(AD 1052) 3월에는 김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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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成澤)의 『십정력(十精曆)』, 이인현의 『칠요력(七曜曆)』, 한위행의 『견행력(見行曆)』, 양원

호의 『둔갑력(遁甲曆)』, 김정(金正)의 『태일력(太一曆)』 등이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역법의 내용과 이것을 역산에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 후 고려가 원나라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원에서 사용하던 수시력의 우수성을 알
게 되었다. 충렬왕 9년(AD 1291)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왕통(王通)이 수시력을 가지
고 왔다. 그는 이 수시력이 정밀한 관측 기기를 바탕으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해 편찬되었
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후 충선왕(재위 AD 1309~1314) 때 최성지(崔誠之)
가 왕을 따라 가서 수시력법을 얻어와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학적인 계산 방법
과 원리를 정확히 몰라서 달력 편찬에는 이를 적용했으나 일식과 월식 계산은 여전히 선
명력에 의존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그 역법을 이해하여 세종 때 새로이 『칠정산내편』을
편찬할 때에 이르러 수시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천문 관련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던 기구는 고려 초에 태복감(太卜監)과 태
사국(太史局)이라는 두 기관을 두고 운영했다. 태복감은 현종 14년(AD 1023)에 사천대라
하고, 예종 11년(AD 1116)에 관후서라 하고, 충렬왕 1년(AD 1275)에는 사천감으로 개칭하
여 천체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그 후 충열왕 34년(AD 1308)에 태사국과 사천감을
합쳐 서운관으로 개칭했다가 공민왕 5년(AD 1356)에 다시 태사국과 사천감으로 분리한
후 다시 합쳐지기를 3회나 반복했다. 그 후 공민왕 21년(AD 1372) 이후 서운관으로 개명
하여 조선 세종 12년(AD 1430)에 관상감으로 개칭될 때까지 117년간 존속했다.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천문과 관련해 만든 유적, 천문과 관련
된 기록, 천체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역법 등에 관한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이러
한 천문 업무를 전담하여 관장하던 기관도 국가의 중요한 부서로서 계속 두었었다. 특히
이들 전담 기구가 중심이 되어 남긴 천문 기록은 대단히 많으나 아쉽게도 어느 관측 기기
로 어떻게 관측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당시 천체를 관측하던 천문도, 혼천의나
간의와 같은 천문관측 기기, 시간을 측정하던 물시계나 해시계와 같은 기기들은 남아 있
지 않을 뿐더러 그에 관한 기록도 미미한 편이다.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천문 기록에 남겨
진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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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양의 천문 관련 유물과 관측 기록이 쏟아져 나온다. 성리
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천문과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통
적인 유교와는 달리 성리학은 사람들의 본성이 자연 현상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는 믿음
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특히 천문 현상에 대한 원리와 천문 현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측하게 되었다.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조선 개국의 정통성을 하늘로부터 찾고자 하여 천문도를 제작
했다. 이것이 조선 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태조 4년(AD 1395)에 만든 돌판에 새
긴 천상열차분야지도다. 현재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도설에 강조했
듯이 어느 백성이 옛 평양성에 있었던 돌판에 새겨진 천문도의 인본을 지니고 있다가 태
조에게 바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천문도 제작은 천명을 받아
조선이 개국했고, 앞으로 천명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천명을 바로 판단하려면 끊임없이 하늘을 관측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수적 도
구의 하나인 천문도가 필요해서 제작한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필두로 세종조에 이르러 천체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천문관측
기기의 제작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했다. 세종대왕은 세종 14년(AD 1432) 7월 경연에
서 천문 분야인 역상(曆象)의 이치를 논하며 천문관측 기기의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를 계기로 정초(鄭招, ?~AD 1434)가 천문과 관련된 고전을 연구하여 제작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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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비를 했다. 이어 이천(李蕆, AD 1376-1451), 이순지(李純之, AD 1406-1465), 장영실 등
이 주축이 되어 대간의와 소간의, 규표, 혼천의와 혼상,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현주일구,
행루, 천평일구, 정남일구, 정방안, 자격루, 옥루 등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기기와 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기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
들었는데 일을 착수한지 7년만인 세종 20년(AD 1438) 봄에 15가지 정도의 기기들을 완성
했다. 이 의기들은 현대 천문대와 같은 간의대를 경복궁에 만들어 그 곳에 설치하고 천체
를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세종시대는 의기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시각을 받아서 백성에게
알리는 것은 군주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천체의 운행을 이용해 달력을 만들고 일식
과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들을 미리 추보할 수 있는 역법을 편찬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
역법은 단순히 천체 위치를 계산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체성과 연계되어 있
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법을 가지고 달력도 만들고 일식과 월식 등 모든 천문 현상을
계산했으나 우리나라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천문 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독자
적인 역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역법은 당시의 첨단 수학과 천문학 지식의 최고 응
결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당시 역수와 천문에 능통한 학자들을 모아서 역법 연구에 착수했다. 이 때 이
순지(李純之)와 김담(金淡)은 공통으로 천체 운행에 관한 원리를 계산하는 책인 『태양통
궤』, 『태음통궤』, 『교회통궤(交會通軌)』, 『사여전도통궤』, 『대통역일통궤』, 『중수대명력』,
『경오원력』, 『교식추부법』 등을 저술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 『칠정산
내편(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다. 『칠정산내편』은 중국 고대로부터 전통
적으로 사용해오던 역법이 원나라에 이르러 정밀한 관측으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역대 역법 중에서 가장 정밀한 것으로 알려진 수시력(授時曆)이다. 설령 『칠정산내
편』이 중국의 역법을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해하고 우리나라 한양의 위도에 맞는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독자적인 역법을
갖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칠정산외편』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슬람 역법을 기본으로 만든 역법으로서 회회력이라고도 한다. 그 역법에서는 중국에서 전
통적으로 쓰던 원주 둘레 365.25도 대신에 서양의 기준인 원주를 360도 기준 값으로 계산
했다. 또한 동서 편도 계산은 중국은 28수의 수거도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회회력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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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12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한 역법이다.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중국의 전통 방법과 전혀 다르다. 내편법과 전혀 다른 역법인 회회력에 의한 외편법을 반
영함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일식과 월식 계산 결과를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일식과 월식 계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천문 관측 기기와 역법을 정비한 후 천문 관측과 역법의 내용을 총괄해 종합
적으로 정리할 것이 필요하여 세종은 이순지에게 명해 이와 관련한 책을 저술토록 했다.
이것이 『제가역상집(諸家曆象集)』으로 세종 27년(AD 1445)에 출판되었다. 이 『제가역상집』
은 천문과 관련한 역대 고금의 천문(天文), 역법(曆法), 의상(儀象), 구루(晷漏) 등에 관한 개
요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출간으로 세종시대의 모든 천문 관련 국가적 사업이 한 단락
정리된 셈이다. 그 후 조선의 천문 관련 사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세종시대 완성된
천문 관련 업적이 거의 그대로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록된 천문
현상에 대한 유형은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일식과 월식, 태양 현상, 혜성의
출현, 유성과 운석, 행성과 별의 근접 현상, 행성과 행성의 근접 현상, 행성이나 별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엄폐 현상, 낮에 금성이 보이는 현상, 노인성의 관측 등 다양한 천문 현상
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된 양도 엄청나 2만 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일식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1,300건이 넘는데 그 중에는 일식을 추보하는
과정이나 추보 후 직접 관측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식이 시작하여 끝나는 과정을 자세하
게 기록한 경우도 있다. 그 외 일식과 관련된 기록은 일식이 일어났을 때 왕이 직접 소복
을 입고 구식례를 거행했거나, 일식의 출현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
루고 있는 내용이 있다. 낮에 금성이 보였다는 기록은 무려 700건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에서 최대 광도와 일치될 때
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조선의 천체 관측 기기의 원형은 기본적으로 세종시대에 완성되었다. 세종대 이후
중종 21년(AD 1526)에는 의상을 수리하고 일부는 여벌로 만들도록 한 기록이 있다. 명종
원년(AD 1546)에는 간의대 옆 규표에 설치된 지지대인 용머리가 파손되는 등 세종 때 완
비된 의기의 노후가 진행되었으나 세종대와 같이 대대적인 천문의기를 만드는 일은 진행
하지 않았다. 특히 명종 8년(AD 1553)에는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나 당시 천문학자들이 근
무하고 있던 흠경각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생겼으나 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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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들거나 제작하는 일은 없고, 다만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임진왜란(AD 1592)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보관해 왔던 모든 천문 관련 유적과 유물
들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전란 와중에 거의 모두 사라졌다. 임진왜란 이후 천문의기 복구
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종 10년(AD 1669) 이후 흠경각에 있던 천문의
기를 복구하는 시도를 했다. 그 일환으로 이민철(李敏哲)에게 혼천의를 제작하도록 했다.
당시 작업의 실무는 이민철과 송이영(宋以穎)이 담당했다. 이민철의 혼천의는 전통적인 수
격식이었고 송이영의 혼천의는 서양의 자명종 원리를 이용한 기계식이었다.
현종 이후 숙종 35년(AD 1709)에는 관상감 관원인 허원(許遠)을 시켜 사신과 동행하
여 중국 북경에서 의상지(儀象志)을 구입해 와 서양식 천문의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숙종
41년(AD 1715)에는 관상감 관원 허원이 다시 북경에 다녀오면서 측산기계 6종과 함께 서
양의 자명종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숙종 44년(AD 1718) 관상감에서 중성
의(中星儀)와 간평의(簡平儀) 제작을 건의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들을 바탕으로 제작
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천문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한 『문헌비고』
의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당시에는 전 왕조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
가적 대사업의 하나로 여겨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을 진행했다.
이후 영조 36년(AD 1760)에 홍대용(洪大容)은 서양식 천문의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나경적(羅景績)과 안처인(安處仁)의 도움으로 추동식(錘動式) 혼천시계를 제작했다. 그는 또
한 다양한 천문 관측 의기인 통천의(通天儀), 혼상의, 측관의 등을 스스로 제작하여 사설
천문대인 농수각(籠水閣)을 짓고 그 안에 설치했다. 이러한 천문의기를 이용해 천체를 관
측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수학 관련 저서인 『주해수용(籌解需用)』이라는 책도 저술했다.
정조대에 이르러 혼천의를 중수하고 서양식 천문 관측 기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영조와 정조 연간에는 사대부 중에서 천문의기나 천문역산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이 적지 않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가 서호수(徐浩修 AD 1736~1799)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출간된 서양의 기하학과 투시법을 바탕으로 천문의기를 제작하는데 필요
한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을 이해하기 위해 『혼개도설집전(渾蓋圖說集箋)』을 집필했
다. 이는 부친인 서명응(徐命膺 AD 1716~1787)이 새로운 실측과 측량에 근거한 서양 천문
학의 영향을 이어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저서는 서양의 천문의기를 제작하는데 많
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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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원년(AD 1777)에는 제정각에 있는 혼천의를 중수하는데 서호수(徐浩修), 이덕성
(李德星), 김계택(金啓宅) 등이 참여했다. 정조 13년(AD 1789)에는 김영(金泳) 등에 명하여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와 지평일구(地平日晷)를 제작하여 진상하고 여벌을 제작하여 관상
감에 비치했다. 적도경위의는 의상지에 소개된 것으로 자오규(子午規), 적도규(赤道規), 사
유의(四游儀) 등으로 구성된 의기다. 이때 정조는 이덕성과 김영을 시켜 『신법중성기(新法
中星紀)』를 편찬한 뒤 지평일구로 해 그림자를 측정하고 적도경위의로 중성을 측정하게 하

여 서로 맞춰 정확성을 알아내도록 했다. 특히 『신법누주통의(新法漏籌通義)』와 『신법중성
기』의 편찬은 천문의기인 지평일구와 적도경위의의 제작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업의 하
나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 중기에 침체되었던 천문 관련 의기 제작과 관련 사업은 영조와 정조 시
기에 활발하게 진척되었다. 세종 때와 다른 점이라면, 세종대에는 중국 원나라의 의기와
제도를 본받아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특유한 창의성을 살린 반면, 제2의 천
문 관련 분야 전성기라는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수
학과 천문학을 받아들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된 천문의기를 제작
했다. 특히 서양의 수학과 기하학을 바탕으로 투영법을 이용해 성도를 작성했다. 그 중 영
조 18년(AD 1742)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인 대진현(戴進賢, I. Koeler)이 3백 좌
3,083성의 성표를 이용해 만든 황도남북총성도(黃道南北總星圖)를 들여왔다. 이것은 기하
학 방법을 이용한 투영법으로 그린 것이다. 이 성도의 제작방법을 김태서(金兌瑞)와 안국
빈(安國賓 AD 1683~1752)이 직접 배워 모사했다.
조선 후기인 순조 9년(AD 1809)에는 강이중(姜彛重)과 강이오(姜彛五)가 추동식(錘動
式)으로 송이영의 전통을 이은 천문 시계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철종 15년
(AD 1849)에 제작 연대가 명기된 목제의 휴대용 해시계를 제작하기도 했다. 철종 6년(AD
1855)에 이르러서는 남병길(南秉吉)이 서양의 영향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천문의기의 기

능과 원리에 대해 기술한 『양도의도설(量度儀圖說)』을 저술했다. 이는 서양 천문의기에 관
한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천문과 관련된 두 축은 천문의기와 천문역법이다. 천문역법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역법을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개력하여 1645년부터 시헌력을 사
용했다. 조선도 시헌력을 쓰게 된 계기는 인조 22년(AD 1644) 관상감제조인 김육(金堉)이
중국 연경에 갔을 때 탕약망(湯若望, Adam shall)이 시헌력을 편찬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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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을 구입해 돌아와 김상범 등에게 연구하도록 했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뒤 효종
4년(AD 1653) 김육의 건의로 시헌력을 도입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헌력은 기존의
역법과 비교하여 계산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문 상수와 수표들의 사용 방
법을 이해할 수 없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영조 17년(AD 1741)에 이르러 『역상고
성후편(曆象考成後編)』을 이해하기 위해 관상관원 안국빈이 역관 변중화(卞重和), 김재현(金
在鉉)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 대진현(戴進賢)과 서무덕(徐懋德) 등에게 산법을 배우고 『일월

교식표(日月交食表)』, 『대수표(對數表)』, 『팔선대수표(八線大數表)』 등을 얻어오면서 어느 정
도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헌력은 계산 방법이 서양의 방법을 바탕으로 했으나 그 내용은 중국의 전통 역법
인 태음태양력이다.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태음태양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국내외적 상황이 변했다. 고종 13년(AD 1876)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
약을 맺고, 또한 고종 31년(AD 1894)에 이르러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여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서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개국연호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인 정세 변화에 의해 더 이상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188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쓰도록 조칙이 내려졌고 이 해의 연호를 건양(建陽) 원년이라 정했
다. 이 날은 음력으로 을미년(乙未年) 11월 17일이다.
태양력 사용에 대한 조칙이 내려지자 관청과 궁중의 모든 기관은 이를 따르게 되었
다. 그러나 궁중 행사 중에서 선왕에 대한 제례와 대비의 탄신축하 등과 같은 전통적 행사
는 삭망월에 따랐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태양력을 시행한지 1년도 못되어 그해 8월
21일부터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는 시헌력에 따라 태음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조선 초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역법은 특징에 다라 크게 7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력시대(AD 1370~1652)로서 원나라에서 도입한 수시력을 받아
들여 사용했다. 고려 말 명나라에서 사용한 대통력도 수시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둘째, 시
헌력시대(AD 1653~1897)로서 효종 4년(AD 1653)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기 전인 AD 1897
년까지의 기간이다. 셋째, 명시력시대(AD 1898~1908)로서 고종 34년(AD 1897)인 건양 2
년 8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정하면서 연호는 광무(光武)로 고치고 역도 명시력(明時曆)
으로 개명했다. 명시력은 시헌력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국가의 명칭을 바꾸면서 역의 이
름도 바꾸게 되었다. 이 역은 학부관상소(學部觀象所)에서 『명시력』이라는 이름으로 융희 2
년(AD 1908년)까지 출간되었다. 네 번째는 역시대(曆時代, AD 1896~1910)로서 『광무 2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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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二年曆)』이라는 이름으로 학부관상소에서 역을 발간한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역

은 음력의 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헌력과 달리 양력의 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집했다.
다섯째, 조선민력시대(AD 1911~1936)로서 한일합방이 된 다음 해인 1911년부터 총독부관
측소에서 『조선민력(朝鮮民曆)』이라는 이름으로 역을 편찬하여 사용한 시기다. 이 역은 표
준시 체계를 전년 4월 1일부터 11시를 12시로 정해 일본의 표준시와 같도록 사용하여 시
차가 없도록 했다. 여섯째, 양력시대(AD 1937~1945)로서 1937년부터 양력일에 7요일, 간
지, 일출시각, 일남중시각, 일입시각, 주간, 월령, 음력일, 월출시각, 월입시각, 만조시각, 간
조시각 등을 기입하여 사용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역서시대(AD 1946~현재)로서 1945년
해방된 이후 사용한 역법이다. 특히 1948년 8월에 국립중앙관상대가 발족되어 1949년부
터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발행된 역이다. 1974년 국립천문대가 발족되면서 역의 발행은
중앙관상대에서 국립천문대로 넘어왔다. 이어서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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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시기(일제강점기)의 한국 천문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서의 발간이고 다음은 서양 근대천문학의 도입이다. 이 시기는 오랜 기
간 꾸준히 이어져왔던 우리 천문학 전통의 맥이 일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끊겼던, 그야
말로 한국 천문학의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 스스로 서양의 근대천문학
을 도입해서 스스로 발전시켜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측 기록이나 연구 내용
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외국인에 의해서지만 이 기간 동안 남겨진 천문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서 발간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국가 기관에서 발행되던 모든 것이 중
단되고 조선총독부 주도로 넘어갔다. 대한제국 시기에 역서를 관장하던 학부(學部)는 내무
부 소속의 학무국 편집과로 축소되었다. 그 해 10월 1일부터 관상감의 업무를 일본이 주
관했다. 그리고 민력(民曆)과 역산 담당 업무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관측소로 넘어갔다.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의 편집과에는 한국인 관료가 두 명 있었다. 이돈수와 유
한봉으로 모두 편집과 기사(技師)였다. 두 관료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천문 관련 기관에
서 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고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약 1년 반 후인
1912년 의원면직되었다.
이후 1912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산하 관측소와 기상대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1945년
까지 『조선민력(朝鮮民曆)』이라는 이름으로 역서가 발간되었다. 출간된 역서는 원래 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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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서 양지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의 발행 체제와 달리 표지 안쪽에 월표(月表), 일월식
(日月食), 일요표(日曜表) 등이 실려 있고 1면에는 음력세차년월표와 절후표가 들어 있다. 2

면부터는 양력달력으로 월에 따라 24절기를 넣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전
통적인 조선 역서에 들어 있던 연신방위도(年神方位圖)가 있는데 이로 보아 조선의 전통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중심으로 역일 계산과 책력이 편찬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이 업무는 중앙
관상대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초대 중앙관상대장이었던 이원철이 역서 출간을 적극 추진
하여 무리 없이 해방 이후 출간되었다. 일제강점 기간 음력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순수
한 태양력 위주로 편찬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나온 책력의 특징은 양력과 음력을 병행하
여 편찬한 것이다. 특히 해방과 더불어 그동안 금지되던 음력 중심의 민간력(民間曆) 발행
도 허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서양의 근대천문학이 망원경과 더불어 도입되어 망원경 관측이 시작
되었다. 18세기 초(영조 때) 천리경이라는 명칭으로 망원경이 도입되었으나 직접 천문관
측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천문학자에 의한 천문학 연구보다
는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 또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근대천문학이 교육되거나 한국 천
문학이 연구되었다. 한 예로 19세기에 이르러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천문학이 도입
되었고 망원경을 설치해서 실제로 별을 관측했다. 1915년 현대식 교육기관으로 연희전문
학교가 설립되면서 서양 선교사 출신의 베커(A.L. Becker 1879~1979)와 루퍼스(W.C. Rufus
1876~1946) 두 명의 교수가 초빙되어 과학교육을 전담했다. 베커는 1903년 한국에 온 이

후 평양 숭실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강의
했다. 그리고 1907년 숭실학교에 부임한 루퍼스는 연희전문학교에서 베커와 천문학, 수
학, 물리학을 강의했던 천문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조선 체류 10년 만에 총독부의 교육 정
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 뒤 1917년 미국 미시간 대학 교수로 돌아갔
다. 그가 머물던 기간 연구했던 조선의 천문학을 정리하여 1936년에 영국 왕실 동양학회
한국위원회에 “한국의 천문학”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의 천문학 역
사를 세계에 알린 첫 연구 결과였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일본인 학자 이이지마(飯島忠夫)
에 의한 『삼국사기』의 천문기록 중 일식 기록의 분석이다. 그는 삼국사기에 있는 모든 일
식 기록이 중국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사기』 기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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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를 일제 식민사관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 현대천문학을
이용해 『삼국사기』의 모든 천문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제는 대한제국의 관상감을 폐지하고 인천 송월동에 조
선총독부관측소를 설치했다. 관측소에서는 전국 기상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조선민력
(朝鮮民曆)』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책력을 발행했다. 이 관측소는 천문 업무도

맡았다. 초대 관측소장은 와다(和田雄治)였는데 그는 1909년 경주에 들러 신라 첨성대를
조사하고 첨성대가 현대의 천문대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직 중만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국의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고대 기록을 가지고 한국의 천문학과
기상학 관련된 연구를 계속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의 천문학에 대한 인식 결여로 인해 천
문학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맞게 된다. 다행히 정식으로 천문학을 전공하는 천문학과가
1958년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여러 대학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천문학회가 설립된 것
은 그 7년 후인 1965년 3월 춘분날이었다. 한국천문학회는 발족 후 최초의 사업을 국립천
문대의 설립으로 정하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국립천
문대가 드디어 1974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천문학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국립천문대의 설립은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으로 말살된 우리 천문학 전
통의 맥을 다시 잇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일이었다. 1975년에는 민영기가 국립천문대
초대 대장에 취임하여 업무가 본격화되었다. 천문학 연구와 대국민 천문과학 서비스를 목
적으로 신설된 국립천문대는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우
주과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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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2015)

1. 창립

한국천문학회는 1965년 3월 21일 춘분날에, 서울 동숭동 소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
수실에서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학회 창립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
셨거나 해외 체류 중으로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창립 과정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지
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경로 교수가 『학회 창립 40주년 기
념 회고록』에 “학회 창립 회고기”를 남겨 놓아 창립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유경로 교수에 따르면 창립 총회가 열리기 몇 해 전인 1961년과 1962년 서울
대학교 현정준 교수와 유경로 교수가 미국 외유 중으로 한국에 없었던 시기에 천문학회
창립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발기인 대회까지 열렸었다고 한다. 그때 중앙관상대에서 이원
철 대장, 이후에 대장을 지낸 국채표, 천문과장 서룡화, 연세대학교에서 박철재 교수와 안
세희 교수, 인하대학교의 이은성 교수, 그리고 학술원의 황 과장 등 여러분이 참석했으나
서울대학교 측의 참여자가 없어서 천문학회의 창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창립 총회는 서울대학교에 천문학과가 설립되어 졸업생이 나오고 성균관대학
교에 우주물리학과가 생긴 후까지 기다려야 했다. 창립 총회 사진으로 확인된 참석자로는
서울대학교 유경로, 현정준, 정창희 교수, 당시 중앙관상대 국채표 대장, 성균관대학교 심
운택 교수, 명지대학교 조순기 교수, 연세대학교 이철주 교수, 고려대학교 김정흠 교수, 서
강대학교 조순탁 교수, 해군수로국의 이석우 선생,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생들과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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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들이 있다. 창립 총회 개최 당시 이원철 중앙관상대장은 이미 작고한 후였다.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천문학회 창립에는 많은 물리학자와 기상학
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이들은 발기인 모임 이전부터 학회 창립 사무에 적극 참여해 주었
다. 고 유경로 교수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김정흠 교수는 회칙의 초안과 회의 소집 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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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과 조직

한국천문학회 창립 당시 준비했던 회칙은 그림 2-1과 같이 수기로 작성된 초안이 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재산
과 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 회칙 변경 등 총 6장 21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다른 학회 회칙을 참조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칙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수정・보
완되어 왔지만, 대체적인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2000년 사단법인으로 재창립되
면서도, 그 골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천문학회의 회칙은 사단법인이 요구하는 여
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관을 두고 그 아래 보다 자세한 규정과 세칙을 두어 학회와 관
련된 여러 활동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의 정관은 총칙, 회원, 임원, 총
회, 이사회, 재산 및 회계, 그리고 보칙의 총 8장 35조로 이루어져 있다.
학회의 가장 상위 회칙인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련된 업무가
점차 복잡해지고 또한 신속히 대처할 필요도 있어 이를 위한 자세한 활동이나 운영 방식
을 정의하고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한 것이다. 규정은 필요
한 사항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현재 한국천문학회의 규
정은 목적, 임원 선출, 간사회, 위원회, 분과, 부설기관, 그리고 용역사업 등 총 7장과 부칙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규정의 하부 회칙으로 학회 세칙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2001
년 제37차 정기총회다. 세칙을 통해 더 세부적인 간사회 업무, 회비, 용역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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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의 첫 조직은 매우 단순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그림 2-1).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첫
임원 구성은 현정준 회장, 유경로 부회장, 윤주로
총무간사, 서용화 편집위원, 그리고 평의원에 국채
표, 심운택, 이시우, 이은성, 이철주, 조순탁 회원
들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천문학의 새로운 역사
가 시작되었다. 곧이어 1968년 제4차 정기총회에
서 새로이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2인(김성삼, 김정흠
회원)의 감사가 처음 임명되었다. 회장단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제9차 정기총회에서 2년으로 변경되
었으며, 보다 다양한 인재의 활동을 위해 불문율
로 이어져온 회장의 연임 금지는 지금까지도 지켜
지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재창립되기 전까지는 평의원
회가 한국천문학회의 모든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그림 2-1 창립 당시 우리 학회의 회칙 초안 첫 페이지(전
체는 부록 참조)

최고 결정 기구였다. 창립 당시 회칙 초안 제3장
제7조에 평의원 6인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후 1982년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지방 대학 회원

회장
(1인, 임기 1년)

들의 학회 운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의원 수

평의원
(6인, 임기 2년,
3인씩 매년 새로 선출)

를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고, 그 후로 1988년
제25차 정기총회에서는 평의원 수를 10인에서 20
인으로 더욱 확대했다. 학회의 평의원회는 사단법

부회장
(1인, 임기 1년)

인이 된 후에 이사회로 대체된다. 이사회는 구성
과 운영에 대해 정관 제6장에서 보다 자세히 명시
하고 있으며 임기 및 선출 방식은 학회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규정 제2장 제3조에서 이사

총무간사
(1인, 임기 1년)

편집간사
(1인, 임기 1년)

그림 2-2 한국천문학회 첫 조직(1965년)

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총회에서 4명을 직접투
표로 선출하고, 2명은 학회의 균형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회장단의 당연직을 포함해 현재 이사의 숫자는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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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인, 임기 2년)
이사
(15인 이내, 임기 2년, 반씩
매년 새로 선출, 회장 지명)

감사
(2인, 임기 2년)
부회장
(1인, 임기 2년)

사무국

상설위원회

분과위원회

부속기관

비상설위원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사무과장

KAS 편집위원회
PKAS 편집위원회
교육및홍보위원회
포상위원회
한국IAU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한국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

광학천문분과
우주전파분과
우주환경분과
행성계과학분과

소남연구소

용어심의위원회
우주관측위원회

그림 2-3 한국천문학회 현재 조직(2014년)

현재 한국천문학회 조직은 그림 2-3과 같다. 첫 조직과 비교한다면 사무국, 상설위
원회, 비상설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부속기관 등이 포함되어 하부 조직이 확대되었다.
사무국은 학회 운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되기 이전에는 총무간사 1
인이 사무국의 역할을 거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창립 시 회칙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것
과 같이, 학회 사무실은 총무간사가 재직하는 기관에 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소규모 학
회의 부족한 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랫동안 회장과 총무간사의 재직
기관에 따라 학회 사무실이 계속 옮겨진다. 이러한 잦은 이사와 전문 운영자 결여는 전반
적으로 학회 운영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학회 관련 서류 및 여러 기록의 유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업무가 총무간사에 집중되어 업무가 과도했으며 전반적인 효율성이나
학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천문학회가 사단법인이 된 것은 2000년이다. 그전까지는 일종의 임의단체였으
나,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학회 활동에 큰 제약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점차 변하
면서 평가,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공식적인 법인화가 요구되었다. 당시 이우백 회장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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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이로부터 한국천문학회는 공
식적인 법인이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당시 이우백 원장)
대전 한국천문연구원 건물 내에 학회 사무실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학회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면서 생겼던 여러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전문 인력인 사무과장이
상시 업무를 보게 되면서 학회 운영이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크게는 2년마
다 이루어지는 회장단과 임원진의 교체에도 학회 업무의 영속성이 유지되면서 대외 활동
이나 학회 운영이 ‘정상적’이 되었다. 또한 학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봄, 가을의 학술대
회 계획은 학술위원회가 새롭게 전담하면서 학술대회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총무이사가
학회의 다른 중요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천문학회의 조직은 창립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사무국 외에 7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상설위원회, 각 연구 분야 활성화를 위한 4개의 분과위원회, 부속
기관인 소남연구소, 그리고 비상설로 운영되는 2개의 위원회 등으로 외연이 크게 확장되
었다. 이러한 확장과 분야별 활동의 전문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천문학 발전의 중요한 받
침목이 될 것이다.

1) 간행물 발간
한국천문학회의 주요 간행물로는 『천문학회지』(현재는 영문 이름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만 사용되고 있음), 『천문학논총』, 그리고 『천문학회보』가 있다. 가장 중추

적 역할을 하는 것은 『천문학회지』(또는 JKAS)로 1968년 12월 창간되어,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발간되어서 2015년에 제48권을 기록했다. 『천문학논총』은 1984년 첫 발간이 이루어
졌으며, 『천문학회지』를 보완해 학술적인 논문들과 함께 기술적 개발 결과 등 다양한 형
태의 활동이 논문으로 게재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했다. 현재 연 2회 이상의 발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재 논문 확보의 어려움과 『천문학회지』와의 중복성 그리
고 논문 게재를 독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연구 업적 인정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으
로는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문학회보』는 학술회의 및 총회 개최 프
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동정과 정보를 나누는 정기 소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정보가 『천문학회지』에 실리기도 했으나, 1976년 이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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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행물로 발행되고 있다.
그림 2-4는 한국천문학회의 가장 중요한 간행물인 『천문학회지』 창간호의 표지다.
이 창간호의 첫 페이지에 실려 있던 유경로 회장의 창간사를 여기 옮긴다. 당시 편집위원
장은 현정준 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創刊辭>

古來로 天文學은 平天下하는 者가 萬民에게 授時, 授曆하는 資料를 주는 實用의 學으로
서 또 四方上下의 空間과 往古來今의 時間으로 엮어진 宇宙의 眞相을 밝히는 探究의 學으
로서 世界萬邦에 例外없이 높이 崇仰되어온 學問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有史와 더불어 天文觀測의 記錄이 竝存하여 왔으니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一에 “始祖 四年 夏四月 辛丑朔 日食 有之”가 그 嚆矢인 것으로 안다. 爾來 近於二千年에
連綿히 繼續된 細心精密한 觀測의 記錄은 王朝의 交替에도 不拘하고 一絲不亂하게 整理되
어 있어 그 價値가 널리 世界에 認定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數多히 反復된 兵火로 因하여
天文學的인 遺蹟으로는 오직 慶州의 瞻星臺가 있을 뿐, 滿月臺의 書雲觀도 景福宮의 欽敬
閣도 昌德宮 金虎門 밖의 觀象監도 다 草莽에 묻히고 人家에 헐려서 이제는 그 痕迹조차 있
는 듯 마는 듯하다.
더욱이 西歐로부터 밀려온 科學文明의 물결이 우리에게 覺醒과 新生의 好機를 주려던
李朝 末葉을 當해서의 저 日帝의 來侵强占은 우리 民族으로 하여금 世界 文化創造의 隊列
에서 落伍되게 하였으니 그 창피 創痍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榮譽에 困辱의 歷史도 저 解放의 기쁨과 더불어 다 旣往之事
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天文學의 새로운 建設을 爲하여 土臺를 다지고 礎石을
놓아야 할 任務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嚴肅한 作業에 있어서 몇몇 基幹이 될 人
士를 잃은 슬픔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全國 各地로부터 純粹한 科學의 世界를 憧憬하
여 이 天文學이란 淸貧의 學에 몸을 던지는 者가 생겼고 不過 十數名의 少數의 會員으로나
마 天文學會를 組織한 지도 於焉 四年이 되었다.
이때를 當하여 全國民의 科學의 躍進에 對한 熱願은 또 國立天文臺 建設의 機運을 불어
일으켰으며 벌서 그 實踐의 第二年을 맞이하려 한다. 實로 우리나라 天文學界의 前途에 多
彩로운 꿈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今番 本 天文學會는 科學技術處의 財政的 援助를 얻어 國內外에 있는 여러 會員이 보내
온 十指에 가까운 論文을 整理하여 우리나라 最初의 天文學會誌를 創刊하게 되었으니 感懷
바야흐로 깊은 것이 있다. 생각건대 天文學會誌의 創刊은 唯獨 우리 少數의 天文學徒만의
기쁨이 아니라 實로 우리의 科學의 發展에 있어서 한 跳躍의 契期를 이루는 事實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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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意義 깊은 瞬間에 處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任務가 지난 날의 燦然한 歷史의 傳統
을 되찾아 이어서 世界學界의 最前線으로의 急
速한 進出을 期할 것임을 明白히 깨닫는 바이다.

이 창간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고풍
스러운 맛을 풍기는 글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에서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그 결실 중 하나로 학
회지를 창설하는 기쁨과 앞으로의 희망을 읽어낼
수 있다.
『천문학회지』 창간호에는 연구 논문 4편, 해
설 논문 1편, 뉴스(국립천문대 5개년 계획, 국립천문대
후보지 선정 경과 등 2건), 그리고 학회 소식이 함께

실려 있다. 창간 당시에는 현재 따로 발행되고 있
는 학회보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다. 4편의 연구 논

그림 2-4 『천문학회지』 창간호 표지

문 중 2편은 영문으로, 나머지 2편은 한글로 되어
있다. 특히 영문 논문 중 우리나라 초신성 기록에 관한 주선일 회원(당시 서울대학교 천문기
상학과)의 논문이 1970년과 1993년 각각 1회씩 SCI 인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아

마도 『천문학회지』는 창간부터 유수한 국외 기관에 배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활동의
국제성을 당시 집행부는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학회지는 창간호부터 국・한문 겸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발행되었다. 하지만 1980년부터(제13권) 영문 논문만 싣기 시작했다. 또 1982년부터는 매
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한 번씩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연 2회 발간은 1999년까지 지
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국내 연구 인력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창간호부터 유지되던 회색의 『천문학회지』 표지는 1980년 노란색 표지로 바뀌고 편
집 체제도 현재와 비슷했다. 학회지는 영문 전용으로 바뀌었어도 표지에는 ‘韓國天文學會
誌’라는 한자 제목과 영문 제목이 함께 사용되었다. 1993년에 JKAS의 표지와 형식은 새로
이 변경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편집위원장 민영기), 현재의 디자인을 사용
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2년부터는 TeX을 이용해 조판 작업을 함으로써 조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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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천문학회지』 연도별 논문 수

흔히 나타나는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천문학회지』에 실리는 연도별 논문 수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꾸준한 논문
수의 증가를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특히 논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각종 학술회
의 프로시딩(Proceeding)을 정규호에 싣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학술회의 프로시딩이 처음으
로 JKAS에 등장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이 해에 열린 제5차 아시아 태평양 IAU 지역회
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모아 특별호의 형태로 프로시딩을 발간했으며, 2001년부터
는 정규호에 프로시딩을 싣기 시작했다. 현재는 논문 심사 및 규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JKAS에는 프로시딩을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학술지 지원 기관인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JKAS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지 못하고 2년 후 등재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등재 후보 학술지’
로 선정되었다. JKAS를 아끼는 많은 회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와
아울러 2000년 교육부에서는 등재 평가와 별도로 학술지들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JKAS는 가장 높은 단계인 A등급 학술지로 선정되었다(A, B, C 등급으로 구분, B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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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까지는 우수 학술지). 등재 학술지 평가에서 당했던 수모를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학술지의 등재 여부가 학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됨
에 따라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하나
는 JKAS를 국제적 SCI에 등록하는 것이었다(당시 편집위원장 이형목). 어려운 노력의 결과
로 JKAS는 2007년부터 SCIE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천문학회의 국제적 위상
을 크게 향상시키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앞으로 한국천문학회 회원 모두가 게재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더욱 늘리고, 질 높은 논문 게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위원회 조직
한국천문학회는 창립 이후 그 필요성에 따라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해 왔다. 물론
가장 첫 위원회는 학회 창립을 위한 창립 발기위원회일 것이다. 그 후로 이미 1966년에 천
문학 용어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신 분들에 의한 용어심의회
가 20여 회 개최되었다. 용어심의위원회는 현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랜 동
안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 외에 천문학계의 중요한 시점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왔으
며 대표적인 것으로 국립천문대 설치를 위한 위원회, 학회 장기 발전을 위한 위원회, 광학
전파 망원경 설치 관련 위원회, 당시 천문연구소 통폐합 관련 위원회 등등 여러 위원회에
서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천문학회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현재 한국천문학회 위원회는, 앞서 학회 조직의 변화에서 설명되었지만, 크게 7개의
상설위원회와 3개의 비상설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학회 규정 제4장에서 각각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규정 제5장에
서 별도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분과의 활동은 대체로 천문학계의 큰 과학
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전체 천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
는 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분과위원회가 더욱 큰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9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윤리
위원회 규정으로 명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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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학술대회
한국천문학회는 초기의 어려운 인적・재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천
문학계 대표 학회로서, 천문학계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하며 발전에 앞장서 왔
다. 한국천문학회에서 회원들의 공식적 모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는 총회
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에 의해 규정 개정 및 임원 선출 등 중요한 의사가 결정되
어 왔다. 한국천문학회는 창립된 지 50년이 지나는 동안 정기총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14년 제51차 정기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한 번의 횟수가 늘어난 것은 봄 정기총
회를 가을 정기총회로 바꾼 2001년, 두 번의 총회를 충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각각
개최했기 때문이다.
첫 회칙의 초안 제4장 12조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나, 창립 후 20여 년 넘게 4월에서 7월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날짜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를 매년 4월에 개최하기로 규정에 새롭게 명시한 것은 1988년 5월에
열린 제25차 정기총회에서였다. 그 후 4월 중 하순경에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해 오던
정기총회는 그 개최 시기를 일반적인 경우에 맞추어 가을에 열기로 하여 2001년에는 봄,
가을에 제37차, 제38차 두 번의 정기총회를 열게 되었고, 이후로 가을에 학술대회와 함께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의 개최 일정을 4월과 10월의 두 번
째 주에 열기로 합의하여 이후로는 개최 일정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가 창립된 첫 10년간은 공주(공주사범대학)에서 한 번 학술대회가 열린 것을 제
외하고는 총회 및 학술대회 모두 서울에서 열렸다. 주된 이유는 천문학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이 거의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또 총회나 학술대회가 열리는 회의장도 대부분은
회원이 있는 대학의 강의실이나 기관의 강당 등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열렸으며, 학회 관
련 플래카드도 강의실에 종이로 써 붙인 형태였다. 그 후로 차츰 천문학회 회원이 재직하
고 있는 지방 대도시에서도 총회 혹은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창립 이후 거의
40년간은 학회 모임을 갖는 장소나 형태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되었다. 천문학 확
산을 위해 매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 열자는 합의도 있었으며, 총회와 학술대회의 개
최 장소는 그림 2-6에서 보듯이 첫 40년간 대체로 반 정도는 서울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열렸다. 이것은 서울과 지방의 학회 회원 수의 상대적 숫자와도 비슷하다. 대전
충남은 천문연구원 등 천문 관련 인력이 서울 다음으로 집중된 곳이라 서울 다음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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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표시된 기간 동안 총회와 학술대회가 열린 장소. 숫자는 열린 횟수

이 열린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가적 발전과 함께 천문학계와 관련된 상황도 많이 변했다. 우
선 가장 큰 변화는 학회 개최 장소의 변화다. 창립 후 40년간 주로 대학이나 기관의 시설
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비용을 절감하던 형태에서, 호텔이나 콘도 등 좋은 장소에 위치한
회의장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좋은 장소의 회의장은 주로 지방의 잘 알려진 휴양지나 관
광시설들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한 것은 대학의 공간 부족과 회의장 선택이
매우 어렵게 된 이유도 있다. 대학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이전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강의실이 아니라, 회의장을 임대해야 했으며 그 비용은 휴양지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림
2-6에서 뚜렷이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은 회의 장소 분포가 전국적으로 대체로 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최지 결정 시에 지역적 안배도 물론 고려되고 있고, 대학을 포함해
호텔이나 콘도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휴양지에서 학회가 개최
된 것은 2005년 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학술대회였고, 그 후
로 각 지역의 대학 및 전국의 여러 리조트에서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다. 2007년에
는 제주도에서 첫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추세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창립 50년 동안 우리 학회의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것
은 천문학에 대한 국가적 이해의 확대와 국가 역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학회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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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창립 후 매 5년마다의 총회 및 학술대회 참자자 수와 발표 논문 수

서 보면 특정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1990년경 몇몇 대학에 천문학 관련 학과가 추가 설립
되며 천문학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의 수가 모두 7개 대학으로 늘어난 것과, 한국천문연구
원의 발전으로 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연구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자 수 및 발표 논문 수에 대한 대략적 통계를 보면,
최근의 참가자 수는 대략 300명 이상으로 전체 등록회원의 절반 정도이고, 발표 논문 수
는 대략 참가자 수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0년간의 통계를 본다면 한국천문학회 회원의 숫자나 발표 논문 등 대체적 활
동량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는 국가적 역량의 증가와 비교한다면 아직 더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 탐사에 대한 천문학
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회의 활동이 20여 년 전과 같이 빠
른 증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회원들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천문학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이해를 증대시키고, 회원 모두의 천문 관련 활동
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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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수와 학회 재정 및 기금
•회원 수
한국천문학회는 1965년 3월 21일 춘분날 창립 당시에 회원수가 20명 정도로 시작되었다.
『천문학회보』가 발간되기 시작한 1976년에는 52명의 회원으로 공식적인 회원 명부
가 작성되었고 2013년 현재 공식 회원은 917명이다. 그림 2-8은 『천문학회보』 제1호부터
2013년 제28호까지 회원 명부에 명시된 누적 회원 수의 변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006년의 회원 수 급감인데, 이는
그 동안 탈퇴했던 회원들을 고려해 회원 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다. 2006
년 이후 누적 회원 수의 변동은 매년 가입과 탈퇴를 고려해 정회원의 증감을 반영한 결과
다. 그림 2-8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증감이 두드러져 보인다. 첫째는, 보
현산천문대 준공과 국제천문연맹 아태지역총회(APRIM) 부산 개최로 인한 1996년 회원
수의 증가, 둘째, 천문학회 40주년으로 인한 2005년 회원 수의 급증, 셋째, 2006년 명부 정
리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마지막으로 2012년 한국우주과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로 인한
회원 수의 급격한 증가다. 이들 회원의 변동은 학회 재정 변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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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국천문학회 누적 회원 수의 변화(1976~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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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변천사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 회비, 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이 비례해서 증가했다. 각종
행사의 개최에 따라 일시적인 회원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정부와 민간으로부터의 학회 지
원금 제공은 학회 예산 증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 행사에 따른 지출은 자금의 유입과 연
동되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수입과 지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아쉽게도 현재 1984년 이전의 회계장부가 남아 있지 않아 1965년 학회 창립
후 초기 예산에 대한 정보는 『윤홍식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2003)에 수록된
“1973년도 수입은 이월금 817원과 학회비 15,600원을 합해서 16,417원이었고, 지출은 회
의 진행비 4,000원과 연간 사무비 5,520원을 합해서 고작 9,520원이었다.”라는 회고의 글
에서 엿볼 수 있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는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장부에
자세한 예산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예산의 입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회계연도별 결산 및 감사 결과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부들은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위치한 한국천문학회 사무실에 보관 중이다.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회의 법인화가 이뤄진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가을에 발간되는 『천문학회보』에 재무보고와 감사보고 및 차기년도 예산(안)을 투
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림 2-11은 회계장부와 『천문학회보』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1984년부
터 2013년까지 학회 전체 예산과 수입 및 지출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 각각 정리한 연도
별 예산 변화다. 1984년 700만 원에서 2013년 2억 2000만 원으로 학회 예산은 꾸준히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수입과 지출 모두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회 4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회원 증가와 함께 수입과 지출의 증대
때문이다. 학회 재정에 큰 변화를 준 계기를 조사해 보면 2005년 천문학회 40주년 행사,
2007년 특별회계의 전환, 기부금의 증대, 2009년 세계천문의 해, 그리고 2012년 한국우주
과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다음은 학회 재정에 영향을 준 이러한 사
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5년 예산 급증
2005년 회원 수의 급증(111명)은 학회 등록비 및 논문 게재료의 증가로 이어졌다. 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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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회계장부에 나타난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그림 2-10 2000년 법인설립허가증 및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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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1984~2013년까지 연도별 재정 변동

그림 2-12 2005년 수입 및 지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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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사업에 대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원금 보조는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폭
의 수입 증대를 유발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그 외에도 연구 홍보, 세계천문의 해, 대형
광학망원경사업 관련 과학자문활동(SWG), 천문서적 번역사업, 한일젊은천문학자모임
(KJYAM: Korea-Japan Young Astronomers Meeting), 전파워크숍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지출에 있어서도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등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고 천문학회 40
주년 기념행사와 과학대중화 사업으로 인한 지출도 많았던 해였다.

2007년 특별회계의 전환
2004년의 소남학술상, 사전편찬사업 등의 수입은 이후 2006년까지 수입과 지출에 있어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다. 이 시기 동안 이들 항목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분류했다가 그대
로 지출하여 결산 처리되었다. 2007년부터는 특별회계 자체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2004년과 2011년에 두 번
의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 2004년의 변화는 소남학술상, 사전편찬사업, SWG 지원금 등
으로 인한 증가이며, 2011년은 개인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이 들어오면서 또 한 차
례의 증가를 보였다.

기부금의 증대

기부금은 1995년부터 매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기부금의 형태는 대부분 회
원들의 기부가 대다수다. 강용희, 강혜성, 김광태, 김동우, 민영기, 민영철, 박창준, 송
두종, 오갑수, 유계화, 윤태석, 윤홍식, 이상각, 이수창, 이정훈, 이해심, 조세형, 한정호, 홍
승수, 황봉득 등이 현재까지 기부를 해주신 회원들이다. 그 외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
교 등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 레몬산 1m 망원경팀 및 기타 기업에서의 기부금들도 있었
다. 그림 2-13과 같이 2008년 정도까지는 기부금의 액수가 크지 않았지만, 2011년 이후
로는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기 회원과 (주)메타스페이스에서의 기부금 때문
이다. 특히 민영기 회원은 2011년 5000만 원, 2012년 3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 정도
의 큰 액수를 기부해 한국천문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다. 또한 (주)메타스페이스
는 2012년 2000만 원, 2013년 500만 원을 기부해 한국천문학회 발전에 보탬을 주고 있다.
이 두 기금의 이자는 학회에서 주어지는 학술상, 젊은 천문학자 상의 상금으로 회원들에
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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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기부금의 변천사

2009년 ‘세계천문의 해’
2009년에는 ‘세계천문의 해’ 행사가 있었다. 당시 한국천문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된 행사
로써 학회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세계천문의 해’의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용역사업을
의뢰받아 인건비로 집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지원금과 인건비 항목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12년 공동학술대회
2012년 가을에 한국우주과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 학회 회원들의 학술
대회 등록으로 인해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회원 수가 234명이나 급증

그림 2-14 2009년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원금 및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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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2012년 공동 학술대회로 인한 학술대회 예산 증가

하게 되었다. 그 효과로 인해 그림 2-15와 같이 학술대회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향
후 2006년과 같은 실제 활동 회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한국천문학회 50년(1965~2015)

43

3. 분과위원회

1) 광학분과
1990년대에 국내의 중대형 망원경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안홍배 회원을 중심
으로 천문학회원들이 모여 광학천문학 발전 방안을 비정기적으로 논의했다. 이 모임이 씨
앗이 되어 2003년에 광학천문분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안홍배 회원이 초대 위원장을 맡
고 천무영 회원이 간사를 맡았다. 2007년에 이명균 회원이 2대 위원장이 되고 전영범 회
원이 간사를 맡았다. 현재 고문으로 이상각 회원과 안홍배 회원, 운영위원으로 김용하, 윤
태석, 박창범, 변용익, 성환경, 김호일, 박병곤, 임명신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학천문분
과위원회의 활동은 학술 모임 개최 및 그 교류, 광학천문 관련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국내 광학천문 발전계획 논의, 밤하늘의 보호 및 광해 대책, 광학천문 연구 및 관련
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의 광학 관측은 가시광뿐만 아니라 자외선 및 적외선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복사 대역을 포함한다. 관측 시설이 열악했던 초기에는 주로 국내의 소형 망원경에 의존
했고, 제한적으로 외국의 관측 시설을 사용했다. 그 후 개선된 국내 관측 시설이나 외국의
중대형 관측 시설을 이용한 관측 기회가 많아지면서 광학천문학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특
히 중대형 망원경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9년에는 25m 거대마젤란망원경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다양한 광학천문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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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여러 종류의 관측 시설 및 기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학천문분과위원회는 국내의 광학천문학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을 해왔다.

•관측 시설의 발전
국내 광학 관측 시설

국내의 연구용 망원경은 1976년 준공된 소백산 천문대에 설치된 61cm 망원경이 최초라
할 수 있다. 1980년부터는 이 망원경으로 측광관측을 시작했으며, 그 후 주로 산개성단,
변광성 등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각 대학의 천문대에 설치된 소형망원경도 연구와 교육에
활용되었다. 1996년에는 보현산천문대가 준공되어 1.8m 도약망원경이 가동되었다. 2003
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고분산에셀분광기를 제작하여 외계행성 탐사 및 밝은 별의 분광관
측 연구에 사용했다. 2008년에는 적외선카메라(KASINICS)를 제작하고, 2010년에는 2K
CCD 카메라를 개발했다. 2001년에는 자동망원경인 1m 망원경을 미국 애리조나 주 레몬
산(해발 2776m)에 설치하고 2003년부터 관측 연구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망원경은 대
덕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측광 관측일수가 연중 200일 정도로서 국내의 어느 망원경보
다 사용효율이 매우 높다. 2014년에는 한국 미시중력렌즈망원경(KMTNET: Korean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으로 1.6m 망원경 3대를 칠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각 설

치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KMTNET은 2° × 2°를 관측할 수 있
는 광시야망원경으로서 주목적인 우리은하의 중앙팽대부 영역에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망원경이다.

국외 광학 관측 시설 및 국제 과제

국내의 천문대는 날씨, 시상, 밤하늘의 밝기 등에 한계가 있어 중대형 망원경은 국내보다
는 세계적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
대형 망원경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에 25m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과제에 우리나라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GMT 완성 이전에 사용 가능한 중대형 망원경 관측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보했다
(CFHT, MMT, UKIRT, Magellan 등). 2015년에는 8m Gemini 망원경 관측 시간도 20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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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고, 이후 Gemini 회원국의 일정 지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관측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여 마이다낙(Maidanak) 천문대의 1.5m
망원경에 서울대학교에서 구입한 SNUCAM CCD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 천문대는 밤하늘이 어둡고, 시상이 1초 이하인 날이 많아 관측 조건이 탁월
하다. 또한 국내 천문학자들은 미국 텍사스 대학과 공동으로 근적외선 고분산분광기(IGRINS)를 개발하여 맥도널드(McDonald) 천문대에서 관측에 사용하고 있다. 8m 망원경으

로 남천을 고속으로 탐사하는 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LSST: 대형 탐사 망원경, 주
관: 미국, 2019년 완성 예정, 설치 장소: 칠레)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외선 및 적외선 우주관측 시설

자외선 우주망원경인 GALEX(주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발사: 2003년 발사)에 참여하여
자외선 영상관측 연구를 수행했고, 우리나라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공동
으로 원자외선분광기(FIMS/SPEARS) 과제(발사: 2003년)를 수행하여 매우 넓은 영역을 원
자외선으로 관측했다. 적외선 우주망원경 AKARI(주관: 일본 JAXA(우주국)와 유럽 우주국,
발사: 2006년)에 참여하여 근적외선에서 원적외선까지 관측할 수 있는 측광기 및 분광기
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상천문대(Virtual Observatory)와 슬로운 디지털 광천 탐사

관측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망원경의 크기와 성능이며, 이는 재정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20세기의 관측천문학은 망원경 투자 비용에 크게 의존되었다. 그 예로써 미국
윌슨산 천문대의 2.5m 망원경, 미국 팔로마 천문대의 5m 망원경, 일본 국립천문대의 수바
루 8m 망원경, 미국의 10m 켁(Keck)망원경, 유럽 연합의 8m 망원경 4대로 이루어진 매우
큰망원경(Very Large Telescop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천문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국제
천문학계에서 일어났다. 여러 종류의 망원경으로 획득한 관측 자료를 전 세계에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관측 자료를 제공하는 가상천문대가 활성
화되고, 여러 종류의 대형 관측 과제는 일정한 기간 후에 관측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허블우주망원경(HST: Hubble Space Telecope)은 1990년에 발사되어 계속 관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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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얻어진 관측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관측천문 연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허블우주망원경의 분해능은 0.1초로서 지상 관측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지상관측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형 망원경 및 우
주망원경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천문학자들의 연구 여건은 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고 볼
수 있다.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SDSS: Sloan Digital Sky Survey) 과제는 2.5m 망원경을 이
용해 북반구 하늘의 넓은 영역을 2000년부터 측광 및 분광 관측으로 탐사하는 대규모 과
제인데, 2단계부터 국내 천문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많은 성과를 얻
었다. SDSS의 등장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천문학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광학천문 연구의 발전
초기의 관측 시설로는 주로 변광성 및 가까운 성단 연구 등 제한적 광학관측이 수행되었
으나 관측 시설과 여건의 발전과 함께 외계행성계 탐사, 우리은하, 외부은하, 활동은하, 중
력렌즈, 은하단과 거대 구조, 관측 우주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변광성 및 변광 천체

소형망원경의 단점을 극복하고 단주기 변광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뤘다. 감
마선 폭발 천체, 초신성 등의 관측 연구도 수행되었다.

외계행성계

미시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외계행성계 다수를 발견했다. KMTNET이 완성되면 획
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은하

구상성단이 단일 종족이 아니라 다중 종족으로 이뤄졌음을 발견했고, 산개성단과 별 형성
영역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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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은하

가까운 은하에서 먼 은하까지 은하의 다양한 특성을 밝히고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처녀자리은하단에서 구상성단으로 거대한 구조와 극히흐린
은하(ultra-faint galaxy)를 발견하기도 했다.
활동은하, 중력렌즈

퀘이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은하의 특성, 활동은하핵과 모 은하의 관계, 매우 무거운
블랙홀의 진화를 연구했다. 중력렌즈 퀘이사의 시간지연 현상도 연구했다.

은하단과 거대구조, 관측우주론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과 거대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했다. 허블상수 측정 연구도
수행했다.

•관측천문 교육과 인력 양성
관측천문학을 교육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천문연구원은 소백산천문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매년 측광학교를 열고 있다. 한국
천문연구원의 K-GMT 사업단은 GMT 여름학교를 2년마다 열어 천문학, 관측기기, 관
측 제안서 작성 등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GMT를 이용한 과학백서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카네기 천문대는 공동으로 KASI-Carnegie Fellow 제도를
운영하고, 1차로 김민진, 2차로 양성철을 선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카네기 천문대에
서 연구를 수행한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GMT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GMT2010:
Opening New Frontiers with the Giant Magellan Telescope’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GMT가 준비되는 2020년경 GMT2020 학술대회의 우리나라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광학천문학의 전망
광학 관측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불모지에서부터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광학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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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제는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GMT가 완성되면 우리의 광학천문학은 양자적 도약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천문학
연구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우주전파분과
•설립 및 구성
우주전파분과는 1999년에 전파천문 학술모임 개최 및 그 교류, 전파천문 관련기관 간 협
력 및 공동연구 추진, 국내 전파천문 장래계획 논의, 전파천문 주파수대역 보호, 전파천
문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천문학회 산하
로 설립되었다. 집행부로는 분과위원장과 1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
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역대 분과위원장은 민영기(1999~2007), 김광태(2007. 4~
2009. 4), 조세형(2009. 4~2011. 4), 정재훈(2011. 4~2013. 4), 구본철(2013. 4~2015. 4) 등이다.

2008년부터 민영기 회원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
2014년 현재 우주전파분과위원회에는 6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정회원 약 50명, 학
생회원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 분포를 보면 한국천문연구원 전체 회원의 2/3에
해당하는 40여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으며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
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에 20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다.
분과 관련기관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한
국우주전파, 대덕전파천문대, 태양전파연구팀, 서울대학교 전파천문대, 연세대 천문대, 국
립전파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VLBI 한국우주전파는 21m
전파망원경 3대로 구성된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 VLBI Network)을, 대덕전파
천문대는 14m 밀리미터파 전파망원경을, 태양전파연구팀은 e-CALLISTO와 KSRBL
(Koran Solar Radio Burst Locator) 태양전파망원경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파

천문대는 6m 밀리미터파 망원경을 교내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천문대는
교내에 설치된 KVN 전파망원경을 운용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제주에 태양활동 감
시를 위한 우주전파센터를 2011년에 설치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우주측지를 위한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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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VLBI 국제기구인 IVS(International VLBI Service for Geodesy
and Astrometry)의 일원으로 측지관측을 하고 있다.

•분과 활동
분과의 주요 정기 활동으로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우주전파 분과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전파사용자회의 및 전파여름학교 개최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비정기 학술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아래에 이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

총회는 매년 1회 한국천문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기관 현황 보고,
주요 현안 논의 및 경과보고, 위원장 선임 등을 한다. 총회와 더불어 비정기적으로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의 현안들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KVN 한국우주전파관측
망, 대덕 14m 전파망원경, 서울대학교 6m 전파망원경, 태양전파망원경 등 국내 전파 관
측 시설의 현황 및 운영 계획 보고, 국외전파망원경 운영 참여, 전파 관련 학술 모임 개최,
전파사용자회의 및 전파여름학교 계획 및 논의, KVN Key Science Program 도출 등 분과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 토의한다.

우주전파분과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우주전파분과는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연구본부와 함께 2010년 4월 『우주전파뉴스레
터』를 창간했다. 창간 시 뉴스레터는 격월간으로 발행되었으나, 2011년 9월부터는 계간으
로 전환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학계 소식과 전파천문대 운영 현황, 회원 동정 및 게재 논문 등의 정보를
담아 우주전파분과 회원과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파사용자회의 및 전파여름학교 개최

2007년부터 전파천문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연구본부, 서울대학교 전
파천문대와 공동으로 매년 1회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2010년부터는 전파사용자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파사용자모임은 주로 전파망원경의 사용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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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전파망원경에 대한 운영 현황 및 계획 발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된다.
전파여름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파 관측을 통한 연구 내용, 전파망원경의 원리 및 사
용 방법을 소개해서 전파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주요 전파망원
경 사업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려 왔다. 첫 전파여름학교는 1994년 속리산에서 열렸는데
대덕전파 14m 망원경을 이용한 전파관측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 후 한동안 전파
여름학교가 진행되지 않다가 KVN 사업이 시작된 후인 2003년과 2005년 전파 간섭계에
대한 여름학교가 있었다. 그 후 다시 전파여름학교를 열지 않다가 KVN이 완공되고 본격
적인 VLBI 관측이 시작된 2013년부터 다시 전파여름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최된 ‘전파사용자모임’과 ‘전파여름학교’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전파사용자 모임

일시: 2010년 8월 16~18일
장소: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최고위과정 강의실
66명의 분과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개 세션에서 44개의 구두 발표가
있었다. 특히, KVN 핵심연구과제 논의를 위한 2개의 세션과 중장기발전계획을 다룬 세션
및 일본 국립천문대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와의 협력을 다룬 세션 등
이 마련되어 한국 전파천문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다.

•2011년 전파사용자모임

일시: 2011년 8월 25~26일
장소: 부산 해운대 글로리 콘도
50여 명의 분과회원 및 관계자, VERA 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개 세션에서 28개
의 발표가 있었다. 사용자 회의 세션, KVN 핵심연구과제 세션, 중장기발전계획 세션 등으
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KVN과 VERA 공동 활용을 바탕으로 한 핵심연구과제가 중점적
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측지 VLBI 구축 진행 상황이 소개되었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대덕 14m 전파망원경 발전 방향, KVN과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방안, 우
주전파 워크숍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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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파사용자모임 및 전파여름학교

일시: 2012년 8월 28~29일
장소: 한국천문연구원 장영실홀
한국천문연구원의 신규 연구동인 장영실홀(구 동아시아VLBI연구센터)이 완공되고,
KVN의 연구/운용인력 및 장비들이 대전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2012년 전파사용자회
의 및 전파천문 워크숍을 대전에서 개최했다.

•2013년 전파사용자모임 및 전파여름학교

일시: 2013년 8월 19~22일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
19~20일에 개최된 전파 사용자회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KVN, 대
덕전파천문대(TRAO: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 서울전파천문대(SRAO: Seoul
Radio Astronomy Observatory) 및 일본 VERA 등의 국내외 전파시스템들의 운영 현황 및 발

전 방안이 보고되었고 2012~2013년에 관측이 이루어진 연구과제들이 총 17건 구두 발표
로 소개되었다.
21~22일의 전파여름학교에서는 학부 3, 4학년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파천문
학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간섭계 및 VLBI의 원리가 소개되었으며, 성간물질, 별의 탄
생과 진화, 활동성 은하핵 등 전파를 이용한 연구 분야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약 60여 명
의 대학생 및 학부생 포함 총 110명이 여름학교에 참가했다.
•2014년 전파사용자모임 및 전파여름학교

일시: 2014년 7월 22~25일
장소: 무주 리조트
22~23일에 개최된 전파여름학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파천문학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파기기의 기초, 간섭계 및 VLBI의 원리가 소개되었으며, 성간물질, 별의 탄생
과 진화, 활동성 은하핵 등 전파를 이용한 연구 분야들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24~25일에 개최된 전파사용자회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KVN,
TRAO, SRAO 및 일본 VERA 등의 국내외 전파 관측 시스템들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
안이 보고되었다. 2013~2014 시즌에 관측이 이루어진 연구과제 총 21건이 구두 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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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2014년 전파망원경 사용자모임 및 전파여름학교 사진

소개되었으며, 3건의 전파 관련 Key Science 논의가 있었다. 참가자는 국내외 천문학자 및
천문전공 학생, 전파 관련 기술자 등 총 103명이었으며, 특히 약 60여 명에 이르는 학부 1
학년부터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국내 전파천문학의 발전에 유익한 교육과 많
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3) 우주환경분과
•서론
우리나라에 우주환경 연구의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 초이지만 국내에서 확
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다. 이즈음 태양활동극대기가 오면서 태양폭발이 잦아지
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와
더불어 지구 주변의 우주공간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
서 국내에도 각 분야별로 조금씩 개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우주환경 변화의 근원
이 되는 태양관측 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몇 개의 대학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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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층 관측은 전파연구소에서, 지자기 관측은 전파연구소와 자원연구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우주관측은 아리랑 1호에 실린 우주물리센서(Space Physics Sensor)가 유일
한 것으로 이 자료의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행되어 왔다.
한편 우주환경의 모델링은 국내 몇 개 대학에서 교수들의 개인적인 연구에 의해 추
진되고 있었다. 우주환경의 위성체 영향 연구는 저궤도 위성의 경우 우리별 1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도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와 개발은 1990
년 초만 하더라도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6년 윤
홍식 회원이 주도하여 우리나라 우주환경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우주환경 연구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연구 정보를 교환하고 각 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하자
는 취지로 한국천문학회에 우주환경분과를 개설했다.

•우주환경분과의 역할과 활동
우주환경 연구는 연구 분야의 특성상 전파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원, 기상청,
지구물리학과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으며 한국천문학회 우주환경분과는 국내의
우주환경 연구 개발 분야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
선,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우주환경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쓰고 분과위원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둘째로는, 국내 우주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기관인 전파연구소나 기
상청이 우주과학회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나 한국천문학회에는 가입된 회원이 거의 없어
학회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96년 우주환경분과가 한국천문학회에 만들어지면서 우주환경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 모임이 학회 밖에서도 이뤄졌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천문학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우주환경 연구 분야의 R&D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처음에는 전파연구원에서 모임을 주도하여 한국천문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
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KAIST 등 학연 협력으로 분기별로 모여 연구 활성화를 위
한 노력이 이뤄졌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우주환경예보 연구 분야의 국제
학회 개최가 잦아졌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태양활동 극대기에 위성의 피폭이나 통
신장애 등 여러 가지 우주환경 재난이 발생하자 각국의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을 가지면서 연구비 투자가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대형 연구 프로젝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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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002년 재정비하여 2007년 학회에 제출된 우주환경연구분과 조직도

행되면서 우주환경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1년 처음으로 한・중・일 국제 우주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때 윤홍식 회원과 안병호 회원이 일본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해 학회 분
과위원회가 국내외 우주환경 연구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02년 4월 윤홍식 회원이 분과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박영득 회원이 분과위원장으로
피선되었고 전반적인 조직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그림 2-17의 조직도는 기존의 조직을
근거로 2007년 학회의 분과 회칙을 재정비하던 시기에 회칙과 함께 재정리되어 최종적으
로 학회에 보고된 것이다.
2002년 국내 우주환경 연구 분야는 혼란의 시기를 겪는다. 정부로부터 연구비 확보
를 위한 기관 간의 경쟁과 갈등이 매우 심각해 국회에서 중복 연구 문제로 기관 대표가 불
려가 해명을 하는 등, 화해나 합의 없이 기관과 대학이 독립적으로 우주환경 연구와 인프
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우주환경분과는 더 이상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3년 5월 충남대학교에서 국내 우주환경 연구 관련 대학과 기관의 관계자들
을 참석시켜 국내 우주환경 연구 분야와 인프라 구축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은 R&D를 주로 하고 전파연구원과 기상
청이 예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예보와 R&D 분야로 구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사항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대립의 구도는 우주환경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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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지속되었고, 아직도 완전하게 예보 기관이 정리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전파연구원이나 기상청에서 한국천문학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학회
기간에 우주환경분과 회의를 할 수가 없어 조절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환경분과는 나름대로 국내 우주환경 연구의 협력과 단결을 위한 노력을 계
속했다.
그 중 하나가 국내 우주환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분과위 주제로 별도
로 만들고 주로 학회 기간을 피하여 분과 활동을 했다. 그 결과 우주환경 연구 분야의 국
내 대학과 기관 간의 공동 연구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에 우주환경예
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KAIST 민경욱 회원을 포함한 대학을 중심으로 기획연구를 수
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과학기술부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2007년 마침내 5년간 140억 원의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이라는 과제를 확보하는 쾌거
를 이뤘다.
2008년 우주환경분과에서는 IHY(International Helio-physics Year) 2007 국제 워크
숍을 2009년 대전에서 개최하기 위한 한국 IHY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AOGS 2008 국제학회에서 국내 우주환경 연구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그리고 이
듬해 2009년 한국천문연구원 주최로 국제우주환경 워크숍을 대전에서 개최하면서 전파연
구원과 기상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분과위에서 조율했다. 이 워크숍은 매우 성공적으로 개
최되어 우리나라 우주환경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를 계
기로 우주환경분과는 국내 우주환경 기관과 대학의 갈등 해소와 조절 기구로 자리 메김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우주환경 연구 분야에서는 몇 해 전보다 매우 우호적이고 상
호 협력하는 연구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을 할 때에는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확보한 연구비를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 연구로 추진하는
등 범 국가적 측면에서 우주환경 분야의 발전을 고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주환경분과의 활동 전망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천문학회에는 우선 우주환경 연구를 하는 회원수에 한계가 있
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태양물리학이 있는 대학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나 지구물리학이나
전리권 관련 연구 학과의 연구자들은 주로 우주과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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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우주과학회에서 우주환경분과가 신설되었다. 우주과학회의 우주환경분과 신설은 사
실상 한국천문학회의 우주환경분과가 그 동안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우리나라 우주환경
연구 분야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킨 결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주과학회의 우주환경
분과는 지난 10월 우주과학회가 열린 제주도에서 첫 분과 회의를 열었는데 70여 명이 참
석하여 성황리에 출발했다. 참고로 우주과학회 우주환경분과 위원장은 한국천문연구원의
곽영실 박사가 선임되었다. 현재 국내 우주환경 연구 분야는 각 기관과 대학의 상호 협력
에 의한 시녀지 효과를 얻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높여 유럽의
선진국보다 앞서고 있다. 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우주환경 연구를 하는 개인 연구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지만 학회 분과위원회의 조절과 설득을 통한 갈
등 해소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천문학회의 우주환경분과 활동은 우주과학회의 우주환경분과가 만들어지면서
활동하는데 매우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우주환경 발전의 새로
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 학회의 우주환경분과는 앞으로 서로 협력
하여 각 기관이나 대학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적 위
상을 높이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4) 행성계과학분과
2006년 9월 29일 한국천문연구원 발기인 대회(준비위원장 홍승수)에서 분과운영세칙을 마
련하고 그해 10월에 열린 한국천문학회 총회의 결정으로 창설되었다. 한국천문학회 내 다
른 분과에 비해 늦게 창설된 이유는 행성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급 회원은 10여 명이나 되
었지만 이들이 박사 후 지속적으로 행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고 다수는 지구과학
이나 다른 분야로 전향했기 때문이다. 행성 연구의 특성상 선진국에서는 천체역학 등 일
부 연구를 제외하곤 행성탐사선에 의한 직접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 탐사
선을 이용한 행성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형망원경도 보유하지 못한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초적 저변 역량 확대
를 위해서 외계행성 연구를 포함한 행성계과학분과가 창설되었다.
제1회 집행부는 홍승수 위원장, 이상각 고문, 3명의 간사(한정호, 김종수, 김웅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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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명의 평의원(권석민, 김상준, 김용하, 변용익, 최변각)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활동으로, 젊
은 행성계 과학도에 대한 교육 및 관련 분야 연구 확대를 위한 여름학교, 겨울학교 개최
를 시작했다. 행성 분야의 전문가 부족은 행성계 전반에 대한 학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분과 평의원회의에서는 주로 한국천문학회 회원들의
관심을 행성 분야로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서 행성계과학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능하면 세미나 공
동 개최 추진, 행성계과학 관련 서적에 대한 공동 저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홈페이
지 활성화를 통해 행성 연구 동정을 알리는 논의가 있었다.
2007년 2월 9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제1차 평의원회의에서 2007~2008
년 사업이 논의되었다. 2007년 4월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분과총회에서는 향후 활
동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07년 8월 23~24일 속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2008년 10월에는 2회 집행부로서 김용하 위원장, 2명의 고문(홍승수, 이상각), 3명의
간사(한정호, 여아란, 김웅태), 6명의 평의원(권석민, 김상준, 한인우, 박병곤, 변용익, 최변각)이 선
출되었다.
2008년 9월 25일 경희대학교 천문대에서 열린 제2차 평의원회의에서 2008~2009년
의 사업 논의가 있었다. 제2차 행성계과학분과 총회를 2008년 10월 9일 한국천문학회 가
을 학회가 열리는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개최했다. 2009년 2월 5~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
서 겨울학교를 개최했고, 2009년 6월 6일 우주생물학을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미니 워
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2009년 5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The
Search For Life in the Universe’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분과 회원들이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의했다(http://astro.snu.ac.kr/planets/research.html#miniWorkshop2009). 2010년 2월 8~9일 천
안 상록리조트에서 겨울학교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WCU(World Class University)
제안서(달궤도 우주탐사 연구)가 채택되었다. 이 연구는 일부 행성분과 회원들이 참여한 프
로젝트로 5년간 총 150억 원이 투자되어 달 탐사에 필요한 위성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2010년 4월 8일 경희대학교에서 제3차 행성계과학분과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서 3차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구성원은 김상준 위원장, 2명의 고문(홍승수, 이상각), 3명의
간사(한정호, 여아란, 김웅태), 5명의 평의원(권석민, 한인우, 박병곤, 변용익, 최변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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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23일에 걸쳐 경희대학교에서 여름학교가 개최되었다. 2013년 6월
13~14일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태양계 원시천체(Solar System Primitive Objects)’에 대한
미니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희대학교 WCU 사업 결과물로 경희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가 공
동 제작한 쌍둥이 위성 CINEMA 2, 3(khusat-1, 2)이 2013년 11월 21일 러시아 야스니
(Yasny)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 위성은 과학기술위성 3호와 같이 발사된

초소형위성으로 달 궤도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하기 위한 입자검출기와 자기장검출기를
갖춘 위성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주관측위원회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
소로서 항공기, 발사체, 위성체의 개발과 함께 이와 관련된 과학임무 및 탐사 자료 활용을
통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달 및 행성탐사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서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전개’ 중점과제에서
제시한 달, 화성 및 소행성 탐사를 실현하여 우주활동 범위 확대 및 우주기술의 진일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탑재체와 과학임무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는 중적외선 분광탑재체의 지상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달 및
행성환경, 특히 먼지와 휘발성 물질 등에 대한 과학 연구와 향후 행성탐사를 위한 과학탑
재체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
천문연구원과 경희대학교 등에서 일부 행성분과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달 연구 프로
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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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설기관: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설립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역사 기록 이전인 고대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천문 현상
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역사 기록과 함께 다
양한 천문 현상을 상세히 기록했고, 일식과 행성 운행의 위치 추산 방법인 역법을 발전시
켰다.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전통이 말살되었고 그들이 주도한 단순한 책력이 발간되어 왔
다. 1945년 해방 이후 본격인 근대 천문학의 도입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 천문학 역사에 대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60년에 한국과학사학회가 창립되면서 우리 천문학사의 연
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1세대 천문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현대천문학이 교육되고 전통 천
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한국 전통 천문학사의 연구를 주도해 온 학자 중
한 분인 유경로(1917~1997) 교수는 평소 우리나라의 전통 천
문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 기금을 마련해 놓았다.
유 교수 작고 직후 여러 후학들이 중심이 되어 생전 유 교수
의 유지에 따라 이 기금을 천문학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의 지
원과 발굴을 후원할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운영하는 데
그림 2-18 소남천문학사연구소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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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박창범 교수가 주축이 되어 연구소 설립 장소를 물색한 결과 현재 봉천동 사
거리에 있는 하버드오피스텔 409호를 구입했다. 2004년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연구
소의 정식 명칭은 유경로 교수의 아호인 소남(召南)을 붙여 소남천문학사연구소(召南天文
學史硏究所, Institute for Korean History of Astronomy)로 정하고 초대 소장에 서울대학교 윤홍

식 교수가 취임했다. 그 후 2005년 4월에 연구소 창립 준비를 위한 정관을 마련하고, 드디
어 2005년 9월 추분날을 기해 정식으로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발족・활동하
게 되었다.
소남천문학사연구소의 설립 과정에 따른 간단한 연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연구
소 설립에 관한 상세한 연혁은 『천문학회보』 30권 2호, 108-110쪽 참고).

연구소 설립 과정과 주요 연혁
1997. 11.
2002. 봄

소남 유경로 선생 영면. 동양천문학사연구소 설립을 유언으로 남김.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에 유가족이 연구소 설립기금 의사 전달

2004. 5.

연구소 설립 출연금과 천문학회 논문상 기금 협의/7월 논문상 기금 기부

2004. 11.

초대 윤홍식 소장 취임

2004. 9.

2005. 4.
2005. 9.

2005. 12.
2007. 1.
2007. 7.

2007. 10.

2009. 11.
2010. 1.

2011. 10.

봉천네거리 하버드오피스텔 409호를 연구소 용도로 계약
연구소 창립 준비/정관, 현판, 연구소 개소 준비 모임
추분 날 연구소 개소식, 현판식
임시이사회. 정관 통과. 총무이사 박창범 교수 임명
제1회 소남연구소 심포지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 천문도” 개최
한국천문학회 부설 연구소로 인준
한국천문학회 소남학술상 수여(홍승수 회원)
제2회 소남연구소 심포지엄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 개최
제2대 홍승수 소장 취임
한국천문학회 소남학술상 수여(천문석 회원)

2012. 5.

제3회 소남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2. 12.

제3대 이용복 소장 취임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storical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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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업적
소남천문학사연구소는 발족 이후 천문학사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정기적으로 매달 1회씩 천문학사와 관련한 서적을 윤독(輪讀)하거
나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윤독한 서적은 『역법의 원리 분석』(이
은성 저)을 시작으로 『천문역법』과 『전통천문도』, 천문의기에 대한 연구 논문, 『증보문헌비

고』 「상위고」, 『서운관지』, 『국조역상고』, 『연려실기술』 「천문고」(이긍익 저) 등이 있다. 소
남천문학사연구소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 활동 내용은 이 50년사의 고천문 연구 활동 부
분에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개소 이후 연구소 연혁에 서술했듯이 3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가졌다. 그 중 제3회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주최로 국제 천문학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년 2015년 9월은 소
남천문학사연구소가 문을 연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개소 10주년 특별 기념으로 다시 국
제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과 이사진
현재 연구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본 운영에 대한 의
사 결정은 매년 2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현재 이사진은 윤홍식(서울
대학교), 홍승수(서울대학교), 이용복(서울교육대학교), 이용삼(충북대학교), 이면우(춘천교육대
학교), 박창범(고등과학원), 문중양(서울대학교), 유성초(충북대학교), 이종각(한국체육과학연구
원), 안영숙(한국천문연구원), 이은희(건국대학교), 박명구(경북대학교), 전용훈(한국학중앙연구
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운영 재원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국내 천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납입되는 기
여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 등의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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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천문올림피아드

•한국천문올림피아드의 태동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 국제올림피아드에는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천
문 분야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해마다 각 분야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고 있었다.
한국의 과학올림피아드는 1988년 제2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의 첫 참가로 출발했
지만 국내 과학올림피아드는 그보다 1년 늦은 1989년 전국 고등학교 수학·과학 경시대
회로 시작되었다.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는 한국과학재단 산하에 조직되어 수학, 물리, 화학,
정보 분야는 1992년부터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여해 왔으며, 1998년부터는 생물 분야
가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인을 받고 해당 학문 분야의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함으로써 그 분야 학문의 발전은 물론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천문학은 청소년의 흥미를 가장 크게 고취시키는 자연과학 분야라는 점에서 국
내 천문올림피아드 개최 및 국제천문올림피아드 대회 참가의 필요성에 대한 천문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행히도 한국천문학회에서 2000년 10월에 한국천문올림피아
드(KAO: Korea Astronomy Olympiad)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학회장(이상각 회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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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산하에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
원회가 발족되어 초대 위원장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우종옥 회원을 추대하고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International Astronomy Olympiad)위원회에 등록했다.
새로 발족한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국제과학올림
피아드위원회에 가입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해서 학회
장과 원로 교수 몇 사람이 과학기술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고 가입을 요
구했으나 대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
과 학회의 재정지원으로 2001년 10월에는 제1회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했고,
2001년 9월에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대회에 두 명의 교수를
옵서버로 파견했으며, 2002년 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7회 대회에는 비공식으로 3명의
학생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결과 2003년 2월에 드디어 한국과학재단 산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도약의 발판을 딛게 되었다. 한국천문올림피아드의 한국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가입 배경에 대한 자세한 뒷이야기는 『한국천문학회 창립 40주년 회
고록』에 수록된 우종옥 회원의 “한국 국제천문올림피아드의 공식 탄생에 대한 회고”에 상
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의 역사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내 천문올림피아드의 개최 및 국
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업무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초기에는 10
명 이내였지만 2014년 10월 현재는 정부 소속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약 30명 이내)으로 구성하되 위

원회 간사 및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
능하다. 2000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의 임원진(위원장, 부위원
장, 총무간사) 명단은 표 2-1과 같다.

또한 2000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 자문위원을 포함해여 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 위
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명단(가나다순)은 아래와 같다(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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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 임원진 명단(2000~2014년)
임기(연도)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간사

2000~2001

우종옥 (교원대)

2002~2003

우종옥 (교원대)

홍승수 (서울대)

이형목 (서울대)

2004~2005

이상각 (서울대)

최승언 (서울대)

이형목 (서울대)

2006~2007

홍승수 (서울대)

강용희 (경북대)

임명신 (서울대)

2008~2009

강용희 (경북대)

이형목 (서울대)

2010~2011

안홍배 (부산대)

이형목 (서울대)

2012~2013

이형목 (서울대)

박용선 (서울대)

2014~2015

박용선 (서울대)

박용선 (서울대)

강영운(세종대학교), 강용희(경북대학교), 구본철(서울대학교), 권석민(강원대학교), 김갑성
(경희대학교), 김봉규(한국천문연구원), 김상준(경희대학교), 김성수(경희대학교), 김용기(충
북대학교), 김용철(연세대학교), 김웅태(서울대학교), 김유제(한국천문학회), 김철희(전북대학
교), 김희수(공주대학교), 문용재(경희대학교), 민영기(경희대학교), 민영철(한국천문연구원),

박명구(경북대학교), 박석재(한국천문연구원), 박수종(경희대학교), 박용선(서울대학교), 박필
호(한국천문연구원), 박홍서(교원대학교), 변용익(연세대학교), 성환경(세종대학교), 손영종
(연세대학교), 안홍배(부산대학교), 오규동(전남대학교), 우종옥(교원대학교), 윤태석(경북대
학교), 윤홍식(서울대학교), 이명균(서울대학교), 이명현(연세대학교), 이상각(서울대학교), 이

용복(서울교육대학교), 이용삼(충북대학교), 이우백(한국천문연구원), 이형목(서울대학교), 이
희원(세종대학교), 임명신(서울대학교), 임인성(한국천문연구원), 정장해(충북대학교), 조세형
(한국천문연구원), 조정연(충남대학교), 최승언(서울대학교), 천문석(연세대학교), 한인우(한
국천문연구원), 형식(충북대학교), 홍승수(서울대학교)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2000년에는 출제, 채점, 교육의 3개) 혹은 분과(2006년에는 기반
교육, 교육, 선발출제의 3개, 2010년 이후로는 선발과 교육의 2개)를 두어 학생 선발 및 교육에 대

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운영 실무를 위해서는 2007년까지는 2년 임기의 비상근 총무
간사제를 시행했지만,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8년부터는
상근 사무국장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내에 있던 천문올림피아드 사
무국은 2013년 1월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했다.
또한 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들(임인성 등) 주도로 천문올림피아드 참가자에 대
한 추적 연구(2006년과 2011년),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의 현황과 기출문항에 대한 유형
분석 연구(2008년과 2011년), 한국천문올림피아드 학생 선발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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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12년) 등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천문학논총(PKAS)』에 게재되었다.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대회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는 과학지식의 대중화, 청소년들의 과학 및 천문학에 대한 관
심 유도, 과학영재의 선발 및 교육, 중・고교에서의 과학 및 천문교육의 개선, 천문교육 분
야에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회 대회가 2001년 10월 27일 천문학회와 한국
천문연구원의 공동 주최와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50여
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1, 2학년 고등학생 535명이 참가해 4시간 동안 천문
학 이론시험과 관측실습시험을 주관식 위주의 필답고사로 치렀다. 수상자로 대상(과학기술
부장관상) 1명,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10명, 장려상 21명을 포함한 41명을 선발해서 11

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시상식을 열었고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울러 2002년
부터 은상 이상의 수상자를 지도한 교사에게 지도교사상이 수여되었고, 2003년 제3회 대
회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규정에 따라 중등부를 신설
했으며, 2005년 제5회 대회에서 중등부를 중등 1부(중 1, 2)와 중등 2부(중 3)로 더욱 세분
했다.
천문올림피아드를 포함한 과학올림피아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입시정책
이었다. 1989년 처음 개최된 고등학생 대상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의 입상자에게는 대
학입시에 가산점이 부여되었고, 올림피아드 중등부 입상자도 특목고(과학고/영재학교) 입
시에 가산점을 받게 되면서 중학생 지원자 수가 급등했다. 2003년 KAO에 중등부가 처음
신설되었을 때 중등부 지원자는 약 200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제5회 KAO에서 중등부
가 중등 1부와 중등 2부로 분리되면서 입상자 수는 2배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중학생
지원자 수가 1,2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한편 천문올림피아드의 입상자 비율은 지원자 수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부별로 약 9%(2007년)를 유지한 반면, 타 올림피아드는 입상자
비율이 24%에 달하는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수의 인플레와 더불어 참가 학생들의 올림피
아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열풍 등 여러 부작용이 일게 되었다.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시대회 수상 실적의 학교생활기
록부 기재 금지를 발표하면서 그 목록에 과학올림피아드를 포함시켰고, 특목고 면접에서
응시자가 경시대회 입상 경력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그 결과 2009년 거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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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현황(2001~2014년)
장소
고등부

참가자 수
(명)

10월 27일

서울대학교

535

2002

7월 20일

서울대학교

306

3회

2003

7월 19일

4회

2004

7월 24일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816

5회

회차

연도

일시*

1회

2001

2회

중등부

서울대학교

480

2005

7월 23일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1545

6회

2006

5월 27일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1542

7회

2007

5월 12일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1393

8회

2008

5월 10일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1157

9회

2009

5월 9일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957

10회

2010

4월 19일~5월 7일

서울대학교

182

11회

2011

4월 6일~5월 6일

서울대학교

163

12회

2012

4월 20일~5월 10일

서울대학교

204

13회

2013

4월 22일~5월 13일

서울대학교

224

14회

2014

4월 1일~4월 22일

서울대학교

324

*: 2010년 이후로 ‘일시’는 1차 전형 지원 기간, ‘장소’는 2차 선발 심층면접 장소

여 명에 달했던 KAO 지원자가 2010년에는 200명 이하로 1/5로 급감하는데 대부분 중학
생 지원자의 감소 때문이었다. 사실상 고등부 지원자는 첫 회인 2001년을 제외하고 대체
적으로 200~300명 내외에 머무르며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학생 지원자는 2009년 약 800
명에서 2010년 약 50명으로 1/15로 감소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참가가 입시와 매우 밀접
한 연관성이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KAO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KAO 참가 이유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20~30%), 지식 습득과 경험의 기회(25%) 등을 들었으며 입시와 연관하
여 참여한다는 응답은 5% 미만이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비록 전체 지원자 수는 감
소했지만 천문올림피아드 지원자들의 참가 이유는 오히려 천문올림피아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표 2-2에서 보듯이 지원자 수도 최근 연도에는 점차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KAO 지원자의 장래 희망 진로를 조사했을 때(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진로 희망을 참조함), 40~45%가 천문학/천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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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2014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지원자들의 장래 희망 진로 조사

리학/우주과학의 진로를 희망했고 기타 이공계 희망자까지 합치면 약 90%가 과학기술계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그림 2-19). 이는 천문올림피아드 참가가 지원자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하고 있으며 천문올림피아드가 이들 학생들의 미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부터는
모든 올림피아드에서 지필고사가 폐지되고 학교장 추천과 서류전형으로만 1차 선발을 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는 2010년에 중등 1부와 중등 2부를 중등부
로 다시 합치고 초등학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중학교 1학년의 참가를 금지한 반면에, 고
등부는 과학고부와 일반고부로 분리 선발하여 일반고 학생의 선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심층면접에 의한 2차 선발단계를 추가하여 논리성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학생의 선별 가
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선발 학생 및 국제대회 참가 대표학생의 교육
천문올림피아드는 단순히 경시를 통한 학생 선발에 그치지 않고, 2001년 제1회 KAO 대
회부터 입상자 중에서 희망자에게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통신교육 및 겨울방학 중에 실
시되는 약 2주간의 겨울학교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0년 정부 방침에 따른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의 개편과 더불어 참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도하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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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겨울학교 개최 현황(2002~2014년)
회차

연도

기간

장소

참가 학생 수
(명)

1기

2002

1월 21일~2월 1일

서울대학교

31

2기

2003

1월 20일~31일

서울대학교

22

3기

2004

1월 13일~25일

서울대학교

37

4기

2005

2월 14일~25일

서울대학교

27

5기

2006

2월 6일~17일

서울대학교

41

6기

2007

1월 29일~2월 9일

7기

2008

2월 11일~22일

충남대학교(주니어부)
서울대학교(시니어부)
충북대학교(주니어부)

74

59

서울대학교(시니어부)

8기

2009

9기

2010

2월 2일~13일

국립과천과학관(주니어부)
서울대학교(시니어부)

1월 25일~2월 5일

서울대학교(주니어부)

1월 18일~29일

경희대학교(시니어부)

59

54

10기

2011

1월 17일~28일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50

11기

2012

1월 9일~19일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58

12기

2013

1월 14일~25일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64

13기

2014

1월 13일~24일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61

따라 1차 선발 학생들에게 통신교육 외에 천문올림피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천문학 전
반에 걸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았고, 이밖에도 2011
년부터 민간 천문대 시설을 활용해서 1박 2일 주말 관측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
한 교육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문학 강의나 망원경 실습 기회가 별
로 없는 중학생이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겨울학교는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 대비 및 고등학교 천문교육의 향상을 위해
2002년 1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표 2-3에서 보듯이 겨울학교는 매년 1월
이나 2월에 약 2주 동안 참가 학생들이 합숙하면서 오전과 오후에는 천문학 및 관련 분야
의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에 의한 일반천문학 전반에 걸친 강의를 듣고 오후와 저녁에는
실험실 실습 및 천체관측 실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니어부(14~15세)와 시니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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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세)의 구분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의 나이에 따른 참가 기준에 의거한다.

아울러 겨울학교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대표학생 선발 이전에 충분한 훈련 기회와 학
생들의 잠재능력 파악의 목적도 수반한다. 대표학생들은 3월경에 통신교육, 겨울학교 평
가시험, 최종 선발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3개(IAO, IOAA, APAO) 국제대회에 나갈 20명
내외가 선발된다. 대표학생들은 대회 참가 전까지 통신교육, 여름방학 기간 중에 개최되
는 약 1주간의 여름학교, 10월경에 4~5일간의 최종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내용은 기출
문제 풀이 및 천문학 이론과 천체관측에 대한 심화교육을 포함한다. 대표학생 교육이 처
음 실시된 2002년부터 여름학교(2008년은 송암천문대에서 개최) 및 최종 교육은 모두 서울대
학교에서 이뤄졌다.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참가 역사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는 1996년 유럽・아시아 천문학회(EAAS: Euro-Asian Astronomical Society)에 의해 창설된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말에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에서 개최된 제6회 IAO에 천문올림피아드위원
회 총무간사인 서울대학교 박용선 교수와 한국천문연구원 임인성 박사가 참관인으로 참
가했다. 본격적인 학생 참가는 2002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제7회 IAO가 처음이었다.
이후 2005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APAO: Asia Pacific Astronomy Olympiad)와 2007년에 창설된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 International Olympiad
on Astronomy and Astrophysics)에는 우리나라가 1회부터 참가해 왔다.

국제천문올림피아드

EAAS 산하의 올림피아드운영위원회(OCC: Olympic Coordinating Council)가 주관하며 러
시아 출신의 가브릴로프(Michael G. Gavrilov) 박사가 OCC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이에 따
라 주니어와 시니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론(54%), 관측(23%), 실무(23%) 시험을 본다.
참가 팀은 주니어 3명, 시니어 2명으로 구성되지만, 전년도 대회에서 은메달 이상 수상자
는 정원 외로 참가가 허용된다. 국가별 순위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으나, 올림픽 집계
방식으로 추산한다면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로 여섯 번의 종합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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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 현황(2002~2014년)
횟수

연도

개최국

참가 팀 수
(학생 수)

7회

2002

러시아

11팀 (45명)

3위(은 2, 동 1)

8회

2003

스웨덴

14팀 (44명)

10위(동 2)

9회

2004

우크라이나

18팀 (87명?)

8위(은 3, 동 1)

10회

2005

중국

18팀 (82명?)

3위(금 2, 은 1)

11회

2006

인도

19팀 (80명)

2위(금 3, 은 3, 동 1)

12회

2007

우크라이나

21팀 (114명)

1위(금 5, 은 2, 동 1)

13회

2008

이탈리아

19팀 (95명)

1위(금 5, 은 2)

14회

2009

중국

17팀 (81명)

5위(금 1, 은 3, 동 4)

15회

2010

우크라이나

19팀 (84명)

1위(금 4, 은 3)

16회

2011

카자흐스탄

21팀 (93명)

1위(금 6, 은 2)

17회

2012

한국

22팀 (83명)

1위(금 3, 은 1, 동 2)

18회

2013

리투아니아

20팀 (89명)

8위(은 4, 동 2)

19회

2014

키르기스스탄

17팀 (79명)

1위(금 2, 은 3, 동 2)

참가 결과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의 일부 참가 팀을 중심으로 천문학 및 천체물리에 대한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올림피아드로 시작되었으며, IAO보다는 IPhO에 더 가까운
운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안건은 당해 연도 참가국 인솔자들로 구성된 IOAA 국
제위원회(International Board of IOAA)에서 투표로 결정되며, 실무는 5년 임기의 총재와 간
사로 구성된 사무국이 담당한다. IAO와는 달리 고등학생만 참가하며, 한 국가에서 최대 5
명의 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이론시험(50%), 관측시험(25%), 자료분석시험(25%)
의 성적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IAO와 마찬가지로 유럽・아시아 천문학회(EAAS)가 주관하므로, IAO와 규정이 거의 비
슷하지만 주니어와 시니어 그룹별로 4명씩 총 8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점과 한
나라의 여러 지역 팀이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로 일곱 번
종합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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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참가 현황(2007~2014년)
횟수

연도

개최국

참가국 수
(참가 학생 수)

1회

2007

태국

21국 (88명)

5위(금 1, 은 2, 동2)

2회

2008

인도네시아

19국 (86명)

7위(은 2, 동 2)

3회

2009

이란

20국 (93명)

4위(금 1, 은 2, 동 2)

4회

2010

중국

23국 (114명)

6위(금 1, 은 3)

5회

2011

폴란드

26국 (140명)

8위(은 2, 동 2, 장려 1)

6회

2012

브라질

27국 (124명)

8위(금 1, 은 2, 동 1, 장려 1)

7회

2013

그리스

35국 (182명)

10위(은 3, 동 2)

8회

2014

루마니아

37국 (195명)

11위(은 2, 동 2, 장려 1)

참가 결과

표 2-6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참가 현황(2005~2013년)
횟수

연도

개최국

참가국 수
(학생 수)

1회

2005

러시아

5국(48명)

4위(금 1, 동 1)

2회

2006

러시아

6국(46명)

1위(금 3, 은 1, 동 2)

3회

2007

중국

4국(39명)

1위(금 4, 은 1, 동 1)

4회

2008

키르기스스탄

6국(40명)

1위(금 3, 은 4, 동 1)

5회

2009

한국

9국(60명)

1위(금 3, 은 4, 동 1)
(전남팀: 은 1, 동 4로 5위)

6회

2010

인도네시아

9국(44명)

1위(금 3, 은 2)

7회

2011

카자흐스탄

6국(46명)

1위(금 3, 은 2, 동 2)

8회

2012

방글라데시

6국(38명)

1위(금 2, 은 2, 동 3)

9회

2013

인도네시아

6국(48명)

2위(금 2, 은 5, 동 1)

10회

2014

러시아

5국(47명)

2위(금 3, 은 3, 동 1)

참가 결과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의 한국 개최
국제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의 규정(#3.1)에 따르면 모든 IAO 참가국은 첫 참가 후 3년 이
내에 IAO 개최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IAO와 비슷한 형식의 국
제행사를 IAO 개최 이전에 먼저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한국천문학회는
IAO의 한국 개최 추진을 결의하고 2007년 2월에 IAO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치위

72 

한국천문학회 50년사

원회는 그해 7월에 IAO 위원회에 IAO 한국 개최를 신청하면서 개최 조건 충족을 위해
2009년 제5회 APAO의 한국 개최를 같이 신청했고, 2008년 1월 IAO 위원회는 APAO
개최를 조건으로 2012년 IAO 개최를 임시 승인했다. 개최 연도로 선택한 2012년은 당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7개 과학올림피아드 중에서 수학(2000년), 정보(2002년), 물리(2004
년), 화학(2006년), 중등과학(2008년), 생물(2010년)이 2년 간격으로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하고 마지막 차례로 남은 연도였다.

2009년 제9회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개최
2008년 9월 IAO 한국유치위원회(위원장 이형목)는 IAO 위원회에 2009년 APAO의 개최
장소로 전남 담양을 확정・통보했고, 2009년 5월 APAO-2009 조직위원회가 위원장(강용
희), 부위원장(이형목, 박종철), 자문위원(강영운, 민영기, 박석재, 우종옥, 윤홍식, 홍승수, 이하 모
든 명단은 가나다순), 한국경시위원장(이상각) 및 위원(권석민, 김봉규, 문용재, 이명현, 이용복, 이
희원, 임명신, 임인성)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한국천문학회 회원들(권순길, 김찬휘, 박영식, 안
경진, 윤태석, 이서구)이 관측시험 감독과 채점을 도왔다. 국고 지원 없이 APAO 개최에 따

른 약 1.1억 원의 개최 비용은 참가자 등록비(7000만 원) 및 한국천문연구원(3000만 원)과
담양군(1000만 원)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었으며, 그 외 담양청소년수련관, 2009세계천문
의해 한국조직위원회가 행사를 후원했다. 2009년 10월 7~14일에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담양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제5회 APAO는 9개국(러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인도네시
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한국) 11개 팀(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국가 팀 외에 지역
팀도 참가)의 총 88명(학생 60명, 인솔자 28명)이 참가해서 참가팀 수와 참가자 수에 있어서

APAO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2012년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개최
IAO 한국유치위원회(위원장: 이형목, 위원: 강영운, 우종옥, 이상각, 임인성, 이하 모든 명단은 가나
다순)는 2009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에 발족된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이형목) 이하 10명의 위원(강용희, 김갑성,
김유제, 박종철, 안홍배, 이명현, 이상각, 이희원, 임인성, 형식)으로 구성되어 현장답사를 거쳐 12

월에 개최 도시로 광주를 결정하고 참가 국가 섭외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수행했다. 2010
년 10월 조직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행사 일정 및 경시 장소(중소기업 호남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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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담양공업고등학교)와 숙박 장소(무등파크호텔) 결정, 탐방 프로그램 개발, 대중 홍보활동,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형목)과 부위원장(안홍배) 아래에 총
무위원회(위원장 안홍배, 위원 김유제, 안경진, 임명신), 행사위원회(위원장 임인성, 위원 박종철, 이
서구, 이수창),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상각, 위원 권석민, 박명구, 성환경, 이명균, 이용복, 이희원, 임명
신), 홍보위원회(위원장 강용희, 위원 권석민, 박종철, 우종학)의 4개 소위원회를 두었다. 2011년

7월 개최도시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추가 발족되면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우종옥)을 필
두로 10명의 위원(정계에서 박영아, 안민석, 이상민 및 학계에서 민영기, 박내웅, 박필호, 오규동, 윤
홍식, 천문석, 홍승수)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최도시위원회는 장병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2

명의 고문과 광주광역시의 행정, 교육, 언론, 문화계를 대표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었다. 이밖에 명예대회장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주호), 대회장에는 한국천문학회장
(민영철)이 추대되었다. 조직위원회는 2012년 전반기에 행사 대행사(FM커뮤니케이션스)를

선정하고, 학술위원회 주도로 경시문제 출제와 경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밖에 대회
기간 중에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천문전공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관측경
시 진행을 위해 수고했다. 참가자 탐방 장소로는 광주시 및 전남 지역 외에 대전의 한국천
문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포함되었다.
한편 IAO 한국 개최를 기념하여 대회 기간 중인 10월 17~19일에 2012년 우주과학
회-천문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었고, 교육/홍보 분야에서 IAO 관련한
국제 세션이 특별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대중 공개강연(연사는 박명구, 박창범, 이정은), 광주
시 소재 9개 중・고등학교 방문 강연(연사는 강연 순서에 따라 이명균, 임명신, 민영철, 조세형, 이
희원, 이영웅, 안홍배, 이형목), 광주시 중・고등학생들의 개・폐회식 참석 및 광주 시내 초・중・

고등학교에 망원경과 천문도서 기증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천문연구원 후원으로
광주시에서 천문사진전시회와 대한민국 별 축제가 개최되었다. IAO 개최비용(9.6억 원)은
과학창의재단을 통한 국고지원(7억 원) 및 광주광역시 지원(1.4억 원), 참가자 등록비(7000
만 원) 외에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및 민간기업(메타스페이스, SELab, 수자원
공사)에 의한 후원금(현금 및 현물, 5000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2012년 10월 16~24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는
22개 참가 팀(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체코, 에스토니아, 가나, 인도, 인도네
시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리투아니아, 몽골, 모스크바, 루마니아, 러시아,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우크라이나)과 참가자 128명(학생 83명, 인솔자 45명)으로 참가 팀 수에 있어서 IAO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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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최대 규모였다. IAO 개최는 천문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외국 참가
자들에게 한국의 천문학계 및 천문올림피아드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참가 대표학생들의 진로 현황
2002년 IAO 참가 대표학생 3명이 처음 선발된 이후로 2014년 10월 현재까지 3개(IAO,
IOAA, APAO)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에 참가한 대표학생의 수는 총 133명이다. 각 대

회별로 집계하면(동일한 대회에 2번 이상 참가한 경우는 한 번만 집계), IAO 참가 학생이 58명,
IOAA는 36명, APAO는 65명이지만, 서로 다른 연도에 2개 이상의 다른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있어서 실제 학생 수는 이들 대회 참가자 총수보다 작다. 특히 APAO 참가 학생
들 중 35%(23명)가 나중에 IAO나 IOAA에 대표학생으로 다시 참가했다.
이들 대표학생의 국제대회 참가 당시(2번 이상 동일 대회에 참가한 경우는 첫 참가 기준)
재학 중인 학교 분포는 표 2-7과 같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재
학생 비율이 각각 97%(IAO), 78%(IOAA), 84%(APAO)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대회(IAO와 APAO) 첫 참가 당시 중학생이었던 대표학생들의 차후 과학고/영재
학교 진학 비율도 IAO의 경우 84%에 이른다.
또한 2014년 10월 현재, 3개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에 참가한 대표학생 133명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아직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30명과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86명 중에서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지구환경과학 포함)의 연계 전공을 택
한 학생이 전체의 56%이고 기타 이공계 전공이 41%로서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거의 97%
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의학계는 3%, 인문사회계 전공은 단 1명도 없어서 대표학생들 대
부분이 이공계로 진로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대 국제대회 참가자의 대학별

표 2-7 대표학생의 소속 학교(단위: 명)
참가 당시 소속 학교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일반고등학교

IAO

IOAA

APAO

36

28

27

1

8

5

21

중학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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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6

65

75

표 2-8 역대 3개 국제대회 참가 대표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2014년 10월 현재, 단위: 명)
대학

인원

대학 전공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

기타 이공계

의학계

인문사회계

서울대학교

33

23

10

-

-

KAIST

26

7

19

-

-

연세대학교

14

11

1

2

-

고려대학교

2

-

1

1

-

포항공과대학교

1

-

1

-

-

기타 국내 대학

3

-

3

-

-

외국 대학

7

7

-

-

-

86

48

35

3

-

소계

입학 현황을 보면 국내 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등 세 학교의 입학
인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표 2-8 참조).
현재 대표학생들은 천문올림피아드 홈페이지에 마련된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하거나 대표학생 동창모임격인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와 연말 송년회
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에도 천문올림피
아드 계절학교나 교육실습에서 조교로서 후배 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천문올림피아드의 미래 전망 및 과제
초기 천문올림피아드 지원자는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과학고등학교 남학생이 주
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 KAO 선발 방식의 개편과 함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선발과
교육의 기회가 증진되었고,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취약 계
층 청소년에 대한 선발 기회 확대와 함께 천문도서 제공 등의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성별 불균형 개선 특별전형 실시로 여학생의 참가 비중(2014년에 24%)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지원자(2014년에 집 주소 기준 31%)의 비중
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2010년 고등학교 입시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은 중등부(주니어부) 참가자의 감소
와 수준 저하에다가 2015년 대학입시에서조차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 반영이 금지됨에 따
라 고등부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참가 저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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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성적의 전반적 하락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참가하는 3개 국제대회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유일한 대회인
IAO의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반면에 IOAA의 참가국 수는 거의 40개국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대회를 IOAA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IOAA 규정
에 따라 언젠가 IOAA의 한국 개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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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교류 및 활동

1) 국제교류와 국제천문연맹 활동
한국은 여러 나라의 천문학계와 공동으로 연구, 학술대회, 망원경 건설 및 관측 기기 개발,
천문 교육, 인력 교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
시아 나라들이 동아시아천문대를 세우는 등 긴밀한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천문학계는 활동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제교류 활동
초창기의 국제교류 활동으로써 1970년대 후반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벅헤드(Burkead) 교
수가 초빙되어 측광 관측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광전측광은 첨단의 관측
기술로서 측광 관측기기와 관측 자료 분석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국제 공동 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연구 인력 파견 및 교환 방문, 관
측 기기 공동 개발, 관측 시설 공동 활용, 우주망원경 과제 공동 참여, 대형 국제탐사과제
참여, 해외 관측 시설 설치, 여름학교 및 겨울학교 공동 주최, 천문학회 학술대회 교류, 박
사후연구원 제도 공동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이 이
뤄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천문관측 및 연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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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좋아지면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협력 및 교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외국인 천문학자들이 교수 및 연구원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
으며, 한국천문학회 회원들도 외국에서 교수 및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JKAS의 편집
위원회에도 다수의 외국인 천문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천문학회 회원들도 국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류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나 비교적 큰 규모의 활동과 정
기적인 학술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망원경 과제 참여

자외선 영상관측 과제인 GALEX(주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발사: 2003년 발사)에 참여
하여 과학 연구를 담당했고, 우리나라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자
외선 전천 탐사 과제인 원자외선분광기(FIMS/SPEARS) 과제(발사: 2003년)에 참여하여 관
측 기기 제작과 과학 연구를 담당했다. 근적외선에서 원적외선까지 측광 및 분광을 수행
하는 AKARI(주관: 일본 JAXA(우주국)와 유럽 우주국, 발사: 2006년)에 참여하여 소프트웨
어 준비 및 과학 연구를 담당했다.

대형 국제탐사과제 참여

2.5m 망원경으로 하늘의 넓은 영역에 대해 측광 및 분광 탐사하는 대규모 과제인 슬로운
디지털 광역 탐사(SDSS, 주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시작: 2000년)에 참여해 과학 연구를 담당
했다. 8m 망원경으로 남천을 고속 탐사하는 LSST(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 대형 탐
사 망원경, 주관: 미국, 2019년 완성 예정, 설치 장소: 칠레)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 지상 관측 시설 참여

25m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주관: 미국 카네기 천문대, 2020년 완성,
설치: 칠레)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미시중력렌즈

망원경(KMTNET: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과제에 사용될 1.6m 망원경 3대를
2014년 칠레,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
국천문연구원은 한국우주전파관측망(Korea VLBI Network, 21미터 3기, 설치:서울, 울산, 제주)
을 2012년 일본의 전파관측망과 중국의 전파관측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동아시아 V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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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를 열었다.
ALMA(주관: 미국, 설치장소: 칠레)의 아시아 지분에 일본, 대만과 함께 참여하여 2014
년부터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킬로미터 전파간섭계 SKA(Square Kilometer
Array, 2020년경 완성. 주관: 유럽, 설치 장소: 남아프리카, 호주)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기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고등과학원의 박창범 회원은 2004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우주론 및 거대 구조
형성을 주제로 하여 국제 워크숍(KIAS workshop on Cosmology and Structure Formation)을 개
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6차 워크숍이 열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참석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기 국제 학술대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시아 천문대 활동(EACOA, EAO)

2005년 한국천문원장(박석재 회원), 일본 국립천문대(Norio Kaifu), 중국 국립천문대장(Zhao
Gang), 대만 천문 및 천체물리연구소(ASIAA) 대장(Paul Ho)이 모여 동아시아에서의 천문

관련 협력 활동을 높이기 위해 동아시아 핵심천문대연합(EACOA: East Asia Core Observatories Association)을 결성했다. 이 연합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천문대(EAO: East Asia Observatory)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에는 하와이에 있는 JCMT(James Clerk Maxwell Telescope)

밀리미터파 망원경을 인수하여 관측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럽[유럽 연합이 유럽남
천천문대(ESO) 운영]과 미국이 세계 천문학계를 오랜 동안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

아도 긴밀한 국제교류를 통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천문학 학술대회

동아시아 천문학 학술대회(EAMA: East Asian Meeting on Astronomy)는 1990년 중국 환시
안(Huanshian)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3년마다 열리고, 최근에는 9차 대회가 2013
년 대만 종리(Zhongli)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제2차 대회가 대전에서
‘밀리미터파와 적외선천문학(Millimeter-Wave and Infrared Astronomy)’이라는 주제로 열렸
고, 2004년에는 재6차 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 협력의 아시아 관점(Asian View of
Cooperation in Astronomy)’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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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젊은 천문학자 학술대회

동아시아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과 박사 후 연구원들이 교류를 활성화하
기 위해 2003년 동아시아 젊은 천문학자 학술대회(EAYAM: The East Asian Young Astronomers Meeting)를 결성하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계속 개최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에서

EAYAM 2011이 열렸고, 2015년 2월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EAYAM 2015가 열릴 예정
이다.

한일 학술대회 교환 개최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 개최를 기념하여 2012년 10월 17~19일에 광주에서 한
국우주과학회와 한국천문학회가 공동으로 가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때 일본 천문학회(태
양 분과)가 참석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한・일천문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가 이루어졌다.

•국제천문연맹 활동
국제천문연맹(IAU: I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은 국제적인 천문조직으로서 1919년에
창립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73개국이 국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94개국 1
만557명의 천문학자들이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2014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1973
년에 IAU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4년 현재 133명의 천문학자가 IAU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운영분담금 액수에 따라 우리나라는 분담금 2구좌(2구좌=약 5,500유로)를 내는 Category II에 속해 있다. 한국천문학회 IAU 운영위원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IAU는 3년마다 2주간 정기총회(General Assembly)와 함께 대규모 학술대회를
연다. 그리고 대륙별로 3년마다 지역회의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천문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APRIM: Asian-Pacific Region Meeting of IAU)에 참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가 개최하거나 개최 계획 중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7차 국제천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개최

1996년 8월 19~23일까지 부산대학교(지역위원장: 이형목, 안홍배 회원)에서 개최했고, 297명
(국내 141명, 국외 24개국 156명)이 참석하여 22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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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천문연맹 Symposium 197 개최

1999년 8월 23~2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하야트호텔에서 개최했다(주제: 천문화학(Astrochemistry), 지역 조직위원장: 민영철 회원).

제12차 국제천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개최

2014년 8월 18~22일까지 한국천문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천문연구원의 공동 주관으
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과학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영철, 강영운 회원, 지역조직위
원장: 김호일 회원).

정기총회 개최 준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IAU 정기총회가 열린 바 없다. 2021년경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하
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2014년에 구성하고(준비위원장: 이형목, 강혜성 회원) IAU 정기총회개
최신청서를 IAU에 제출했다. 2021년 개최국은 신청국 중에서 정해지며, 이는 2015년 8월
3~14일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제29차 IAU 정기총회 기간 중 IAU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IAU 회원 명단(2014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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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배(Ann Hong Bae)

변용익(Byun Yong-Ik)

차승훈(Cha Seung-Hoon)

채종철(Chae Jongchul)

장헌영(Chang Heon-Young) 장경애(Chang Kyongae)

조세형(Cho Se-Hyung)

조경석(Cho Kyung Suk)

최승언(Choe Seung Urn)

최규홍(Choi Kyu-Hong)

최민호(Choi Minho)

최철성(Choi Chul-Sung)

주경철(Chou Kyong Chol)

천문석(Chun Mun-suk)

정현수(Chung Hyun Soo)

한정호(Han Cheongho)

한원용(Han Wonyong)

홍승수(Hong Seung Soo)

황재찬(Hwang Jai-chan

형식(Hyung Siek)

임명신(Im Myungshin)

이시구로 마사테루(Ishiguro Masateru)

장민환(Jang Minwhan)

정재훈(Jung Jae Hoon)

강혜성(Kang Hyesung)

강영운(Kang Young-Woon)

강용희(Kang Yong Hee)

김봉규(Kim Bong Gyu)

김용하(Kim Yongha)

김용기(Kim Yonggi)

김광태(Kim Kwang-tae)

김석환(Kim Sug-Whan)

김종수(Kim Jongsoo)

김성수(Kim Sungsoo S.)

김천휘(Kim Chun Hwey)

김호일(Kim Ho-il)

김현구(Kim Hyun-Goo)

김용철(Kim Yong-Cheol)

김두환(Kim Tu-Whan)

김철희(Kim Chulhee)

김갑성(Kim Kap-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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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Kim Seung-Lee)

김성은(Kim Sungeun)

구본철(Koo Bon-Chul)

이명균(Lee Myung Gyoon)

이영욱(Lee Young Wook)

이은희(Lee Eun-Hee)

이영웅(Lee Youngung)

이우백(Lee Woo-baik)

이상각(Lee Sang Gak)

이창원(Lee Chang-Won)

이희원(Lee Hee-Won)

이재우(Lee Jae-Woo)

이대희(Lee Dae-Hee)

이형목(Lee Hyung Mok)

이동훈(Lee Dong-Hun)

이용삼(Lee Yong-Sam)

이성호(Lee Sungho)

이성재(Lee Seong-Jae)

이용복(Lee Yong Bok)

이강환(Lee Kang Hwan)

이동욱(Lee Dong-Wook)

민영기(Minn Young Key)

민영철(Minh Young Chol)

문용재(Moon Yong-Jae)

나일성(Nha Il-Seong)

노혜림(Noh Hyerim)

오규동(Oh Kyu Dong)

오갑수(Oh Kap-Soo)

박석재(Park Seok Jae)

박홍서(Park Hong Suh)

박명구(Park Myeong-gu)

박영득(Park Young-Deuk)

박장현(Park Jang-Hyun)

박창범(Park Changbom)

박일흥(Park Il-Hung)

박필호(Park Pil-Ho P.)

이수창(Rey Soo-Chang)

이명헌(Rhee Myung-Hyun)

류동수(Ryu Dongsu)

손영종(Sohn Young-Jong)

송인옥(Song In-Ok)

송두종(Song Doo Jong)

서경원(Suh Kyung-Won)

성환경(Sung Hwankyung)

양종만(Yang Jongmann)

양홍진(Yang Hong-Jin)

이석영(Yi Sukyoung Ken)

이유(Yi Yu)

임홍서(Yim Hong-Suh)

윤석진(Yoon Suk-Jin)

윤태석(Yoon Tae S.)

윤홍식(Yun Hong-Sik)

안영숙(Ahn Youngsook)

백창현(Baek Chang Hyun)

채규현(Chae Kyu-Hyun)

최광선(Choe Gwangson)

전영범(Jeon Young-Beom)

정장해(Jeong Jang Hae)

김상준(Kim Sang Joon)

김유제(Kim Yoo Jea)

문신행(Moon Shin)

박수종(Pak Soojong)

박병곤(Park Byeong-Gon)

박용선(Park Yong-Sun)

선광일(Seon Kwang-IL)

2) 국제천문연맹 총회 유치 계획
•IAU 총회 소개
국제천문연맹(IAU) 총회는 매 3년마다 90여 개국 3,000여 명의 천문학자들이 모여 10일
간 최신 연구 업적과 발견 업적을 발표, 논의하는 천문학 분야의 최대 국제학술대회다.
IAU 총회는 대체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되어 왔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973년과 2003년에 호주, 1985년 인도, 1997년 일본,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 2015년에 미국 호놀룰루, 201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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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광학망원경인 대마젤란망원경
(Giant Magellan Telescope)의 완성에 즈음하여 2021년의 제31차 총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제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IAUGA 2021) 개요(안)
대회 기간(예정): 2021년 8월 16일(월)~27일(금) (11박 12일)
대회 장소: 부산(BEXCO)
참가국 및 인원: 90여 개국, 3,000여 명(외국 2500명, 국내 500명)
주최: 한국천문학회, 국제천문연맹,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제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조직위원회
후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과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시 관광공사
주제: 천문학 최신 연구 결과 및 천문학 발전 방안 논의
목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 천문학의 학술 역량을 강화
한다.

•IAUGA 2021 한국 유치 추진 경과
- 2013년 10월: 26대 민영철 회장이 주관한 이사회에서 이명균 한국 IAU 운영위원장의
제안에 의해 2021년 또는 2024년 IAU 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의
- 2014년 1월: 27대 이형목 회장이 주관한 이사회에서 IAUGA 2021 유치를 위한 공식적
활동을 시작할 것을 결의. 한국 IAU 운영위원회 강혜성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형목
회장은 윤석진(연세대), 이수창(충남대, 총무), 이정은(경희대)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 2014년 1월: 한국천문학회 회장단(4명)과 한국 IAU 운영위원회(4명), 김유제(천문올림피
아드 사무국장)를 포함하는 ‘IAUGA 2021 유치위원회’ 결성. 그해 8월에는 이강환(과천
과학관 연구사) 회원이 유치위원회에 합류

2014년 9월 현재 IAUGA 2021 유치위원회 위원 명단(2015년 활동 종료 예정)
・한국천문학회 회장단: 이형목(회장), 최철성(부회장), 이정훈(총무), 조경석(재무)
・한국 IAU 운영위원회: 강혜성(위원장), 윤석진, 이수창(총무), 이정은
・김유제, 이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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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2일: IAUGA 2021 유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를 주무부처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4월 중에
‘IAUGA 2021 개최 희망도시 모집 공고’를 준비할 것을 결정
- 2014년 5월 1일: IAUGA 2021 개최 희망도시 선정 공고 발표
- 2014년 5월 30일: 대전, 부산, 서울 등 3개 도시가 제안서를 신청
- 2014년 5월 26일: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기준표’를 마련하고, 서류 평가
와 발표 평가(6월 13일), 현장 실사(7월 2~4일)를 거쳐서, 7월 20일 최종적으로 부산의
BEXCO를 개최 후보지로 선정
- 2014년 7월 20일: 조경석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초안을 제출
- 2014년 8월 4일: 강혜성(위원장), 이수창(총무), 이선정(부산관광공사), 황혜련(부산시)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협력과의 국제회의 담당관을 방문하여 IAU 총회에 대해 소
개하고 총회 유치에 협조를 요청
- 2014년

8월 22일: 카이후(Kaifu) 회장, 몽멀르(Montmerle) 사무총장 등 IAU 임원의
BEXCO 현장 답사
IAU 임원들은 BEXCO의 컨벤션 시설과 부산의 관광 인프라가 IAU 총회의 개최에 부
족함이 없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
- 2014년 9월: 현재 IAU 사무국에 IAUGA 2021의 유치 의사를 밝힌 나라는 칠레, 남아
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등 3개 국가임

•IAUGA 2021 한국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
- 2014년 11월 1일: IAU 운영위원회에 유치 의향서 제출
- 2015년 4월 1일: IAU 운영위원회에 유치 제안서 제출
- 2015년 8월 3~14일: IAU 총회(호놀룰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에서 발표

총회 개최지는 해당 총회 개최 연도 6년 전 총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IAU
되는데, 회장, 사무총장, 차기 회장, 차기 사무총장, 6명의 부회장, 3명의 자문위원 등 총
13명의 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될 예정
- 2019년 8월: 사무국 및 조직위원회 가동(한국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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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6~27일: 제31차 IAU 총회 한국 개최(한국 선정 시)

•IAUGA 2021 유치의 의의
2015년은 한국천문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2015년 8월에 미국 하와이 호놀
룰루에서 개최되는 제29차 IAU 총회에서 부산이 IAUGA 2021 개최 도시로 선정된다면,
한국 천문학이 국내 학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4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는 세계 6위에 이
르며, 2014년 ‘세계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다. 우리나라의
천문 분야 박사급 연구자의 수는 약 200명이며, 그 중 IAU 회원은 133명이다. 한국천문학
회의 회원은 700여 명으로 미국 천문학회 7,000여 명, 영국 천문학회 3,000여 명, 일본 천
문학회 3,000여 명, 중국 천문학회 2,300여 명 등에 비해 작은 규모다.
IAU 총회는 전통적으로 개최국의 국가원수가 참석해서 직접 환영사를 읽는 국제적
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행사다. IAUGA 2021 유치를 통해 한국 천문학계는 국제 학계
에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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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활동과
관측 및 연구 기기

천문학 연구

1. 태양

•한국 태양천문학의 뿌리(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우리나라 태양 천문학의 연구사는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길다. 고대 국가에서 태양은 절
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태양과 연관된 이변을 살피는 일을 매우 중요시 했을 것이
다. 가장 오래되고 또 우리 사서에 빈번히 나타나는 태양 관련 기록은 일식 현상이다. 삼
국시대 67회, 고려시대 138회, 조선시대 10회의 일식 기록이 나온다. 최초의 관측 기록은
삼국사기에 실린 BC 54년 일식에 관한 것이다. 현대 태양천문학자에게는 이보다 더 흥미
로운 기록이 흑점에 관한 것이다. 분명한 최초의 흑점 기록은 고려사에 나온다. 고려 의종
1151년 “태양에 흑점이 있는데 크기는 달걀만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모두 35개
의 흑점 기록이 나오는 데 흑점을 흑자(黑子)로 표시하고, 그 크기를 종종 자두, 달걀, 복숭
아, 배와 비교하는 등 정량적인 관측을 시도했다. 서양에서는 1611년 갈릴레오가 망원경
을 써서 흑점을 관측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니, 우리나라 흑점 관측 기록은 서양보다 최소
한 460년 앞선 셈이고, 640년 “해의 빛이 없어졌는데, 3일이 지나서야 다시 밝아졌다”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관련 기록을 흑점 관측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흑점 관측 역사는 서양
보다 거의 1천 년을 앞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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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대: 현대 태양천문학의 준비기(1960~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망원경을 이용한 현대적 의미의 흑점 관측은 1961년 서울대학교에 6인치
굴절망원경이 도입되면서부터다. 당시 학과 조교였던 오병렬 회원의 업무는 이 망원경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에 흑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흑점 관측이 보다 꾸준히 이루
어지게 된 것은 1977년 국립천문대의 소백산천체관측소 첨성관에 20cm 굴절망원경이 설
치되면서부터다. 당시 심경진 연구원이 이 망원경을 이용해 흑점을 체계적으로 관측했다.
1987년 대전으로 옮긴 후부터는 흑점 관측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관측 결과가 『한
국천문학논총』에 수시로 발표되곤 했다.
한국에서 태양천문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
대학교에 윤홍식 교수가 부임하면서부터다. 윤홍식 회원은 1968년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서 흑점 모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경험을 쌓았
다. 1976년 서울대학교의 관악 이전과 동시에 자연대 천문학과에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부임 이후 1984년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윤홍식 회원은 스웨덴의 왕립학술원과 미국의
HAO(High Altitude Observatory)에서 태양 흑점의 채층 대기 모형을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
했고, Sac Peak 천문대에서 태양 대기 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흑점의 고분산 분광 관측을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윤홍식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형목, 김현구, 박영득, 이명균, 박창
범, 박용선 회원 등이 태양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태양 연구를 계속해 태
양 천문학자가 된 사람은 박영득뿐이고, 나머지는 유학하거나 국내에서 천문학의 다른 분
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우주론, 외부은하, 이론천문학, 성간물질, 전파천문
학 분야에서 한국 천문학계를 이끌고 있다.

•제2시대: 한국의 현대 태양천문학 출범기(1985~2000)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태양천문학 연구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1985년 박영득이 태양을 전공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태
양천문학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박영득은 1994년 홍
염 분광 관측 연구로, 1990년 입학한 채종철은 1996년 자기편광자료 분석 연구로, 1991년
진입한 문용재는 1999년 자기편광자료 분석 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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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마치고 외국에서 태
양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1978년 학부과정을 마친 김갑성이 일본
에 유학해 1988년 교토대학에서 홍염 분광선의 형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
년 학부 과정을 마친 최광선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에서 홍염의 동역학에 관한 이론적 연
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윤홍식 교수의 지도 아래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정우가
미국에 유학하여 1994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활동 지역의 마이크로파 관측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1987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신준호는 일본에
유학하여 1998년 일본국립천문대에서 Yohkoh X-선 망원경의 기기 특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태양천문학 교육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일본 태양천문학자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윤홍식 교수는 1983년 동경천문대의 태양물리연구부 부장이던 모리야마(Moriyama)
교수의 도움으로 일본의 여러 천문대와 대학을 방문하면서 연구 시설과 그곳에서 이뤄
지는 연구 활동을 살필 수 있었고, 많은 중진 천문학자와 태양물리학자를 만나게 되었다.
1985년에는 동경대학의 운노(Unno) 교수를 서울대학교에 초청해 항성대류와 카오스에 관
한 특강을 개설했고, 1989년에는 일본국립천문대 태양연구부의 히에이(E. Hiei) 교수를 초
빙해 일본에서 진행되던 일식 관측 계획과 태양 망원경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구했
다.
1992년 윤홍식 교수는 일본 국립천문대 노리쿠라(Norikura) 태양천문대 대장이었던
사쿠라이(T. Sakurai) 교수의 초청을 받아 박영득과 함께 노리쿠라 코로나 관측소를 방문하
여, 태양 홍염의 고분산 스펙트럼 관측을 수행했다. 박영득은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이치
모토(K. Ichimoto) 박사의 도움으로 관측법을 익히고, 태양 홍염에서 나오는 강한 분광선들
의 스펙트럼을 얻었고 이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로 1994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를 받았다. 태양 천문학 분야에서 국내 1호 박사가 태어난 것이다. 1992년 사쿠라이 교수
를 서울대학교에 초청하여, ‘태양플레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 관측’과 ‘Yohkoh로 본 X선 코로나 활동’이라는 주제로 한・일 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1993년 채종철이 일본 국립천문대를 방문하여 3개월간 머물면서 태양플
레어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을 수행했으며, 1996년 태양 자기 편광 자료와 산란광 처리 기
법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태양 천문학 발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199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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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대 천문학과 후주(Hu Ju) 교수가 한 달 동안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했고,
1992년에는 윤홍식 교수가 북경천문대를 방문하여 관측소 시설을 둘러보고, 중진 태양천
문학자들과 만났다. 이를 계기로 윤홍식 회원은 1993년부터 2년간 왕(Jia-Long Wang) 교
수와 최초의 한・중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 기간 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문용재와
김정훈, 석사과정의 윤태삼이 후아이로우(Huariou) 태양천문대에서 관측 기회를 얻었다.
1995년에는 윤홍식 교수가 김정훈, 이상우와 함께 남경대학 태양천문대를 방문하여 플레
어 고분산 분광 관측을 수행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1996년부터 2년 동안 남
경대학 팽 휑(Fang Feng) 교수와 두 번째 한・중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에 기반을 둔 현대적 태양 연구 시설의 효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플레어망
원경이다. 1989년 방한한 히에이 교수로부터 일본이 추진하던 태양플레어망원경의 소개
를 받고, 서울대학교 윤홍식 교수와 당시 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대의 태양물리실 심경
진 실장은 천문연구원에 이와 비슷한 망원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1990년 박영득이 연구
원으로 천문연구원 태양물리실에 합류하면서 이 계획은 구체화된다. 망원경이 국내에 도
입된 시점이 1994년 5월이다. 그 후 설치 장소가 당시 건설 중인 보현산 천문대로 결정되
었다. 1994년 10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천문연구원 박영득 박사와 장비호 기술원이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이던 채종철, 문용재, 이상우, 김정훈, 경희대
학교 대학원생인 조경석, 김연한이 참여하여 도왔다. 보현산 플레어망원경을 통해 최초로
햇빛을 보게 된 것은 1995년 4월이었다. 1995년 10월 문용재가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연
구부에 연구원으로 합류하면서 태양플레어망원경은 본격적으로 과학 연구에 이용되었다.
문용재는 태양플레어망원경을 이용해 관측한 태양의 활동 지역 분석 연구로 1999년 서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한국 태양 천문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미국과의 교류다. 이 교류가
무엇보다도 양질의 관측 자료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연구진에 제공했다. 아트 폴란드
(Art Poland) 박사의 초청으로 SOHO가 발사되기 수개월 전인 1995년 여름 한 달 동안 윤

홍식 교수는 박영득, 채종철, 문용재와 함께 NASA/GSGC를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문
용재는 로켓에 탑재된 극자외선 분광 장치 SERTS에서 얻은 분광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에서, 채종철은 폴란드 박사가 제안한 태양 전이영역의 온도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를 계기로 1996년에 윤홍식 교수는 객원 연구자로, 채종철 박사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SOHO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채종철은 SOHO 프로젝트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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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외선 고분해 분광기인 SUMER 관측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 SUMER_TOOL을 개발해 사용자들의 연구를 돕는 데 크게 기여했고, 스스로 중요한
과학 연구 결과를 얻었다.
1997년 뉴저지 공과대학 빅베어태양천문대(Big Bear Solar Observatory)로 자리를 옮기
면서, 채종철 박사는 빅베어 지상 관측 자료와 SOHO 우주 관측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양질의 논문을 꾸준히 생산하며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주목받는 젊
은 태양천문학자로 성장했다. 채종철 박사가 빅베어 태양천문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서울대학교 윤홍식 교수는 1999년부터 2년 동안 뉴저지 공과대학 피 구드(Phi
Goode) 교수와 한・미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공동연구는 빅베어 태양천문대

의 광학 관측, SOHO의 자외선 관측을 넘어서, 뉴저지 공과대학 마이크로파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이 공동연구에서 봉수찬은 뉴저지 공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던 이정우 박사
의 지도를 받아 마이크로파 간섭계 자료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제3시대: 한국 태양천문학 성장기(2001~현재)
경북대학교

1963년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 전공이, 그리고 1988년에는 자연과학대학 천문
기상학과가 각각 신설되었지만 태양을 전공한 교수가 부임한 것은 2004년이 되어서다. 그
때까지 고층 대기를 전공한 안병호 교수가 사범대학에서 우주환경물리와 그것에 관련된
태양 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태양진동
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장헌영 교수가 2004년 3월 부임하게 된다. 장헌영 교수는 일
본 국립천문대의 세키이(Takasi Sekii) 교수와 태양진동학 자료 분석법 개발과 모드물리 분
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코소비체프(Alexander Kosovichev) 교수와는
인공위성 자료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태양 자기장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다.
태양 내부 구조 연구는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석사과정 학생들만으로는 깊
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태양진동학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주환경과 관련한 태양활동 연구에는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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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활동성 분석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태양 흑점의 공간적 분포를 활용하여 태양 주기
동안 자기장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의
남북반구 사이에 자기장이 비대칭적으로 분포함을 밝히기도 했다. 장헌영 교수의 지도를
받아 태양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강승미, 노수련, 조일현, 김성혜, 김
기범 회원 등이다. 조일현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UST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경희대학교

2014년 현재, 경희대학교가 한국에서 태양천문학 분야의 전임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1988년 김갑성 회원이 부임하면서 경희대학교에서 태양천문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이 시작되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홍염 분광선 형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갑성
교수는 경희대 부임 후 태양 연구를 오랫동안 혼자 수행해야만 했다. 그는 태양 대기에서
국부열역학 비평형(Non-LTE) 복사전달 계산 연구와 태양풍 모형연구를 수행했으며, 교육
및 연구용 태양 관측 장비를 캠퍼스 내에 구축하기 위해 애썼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양천문학 분야 전임교수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2002년
외부은하 전공인 장민환 회원이 과학기술위성 2호에 탑재할 관측 장비로 제안한 라이만
알파 망원경(LIST) 사업이 채택되면서 장민환 교수가 태양천문학 분야로 들어섰다. 유감
스럽게도 이 사업은 끝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2006년 태양활동의 이론 및 수치실험 연구
를 수행하던 프린스턴 플라스마물리연구소의 최광선 박사가 경희대학교에 전임교수로 부
임했고, 2007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태양 관측 및 우주기상 분야 연구로 세계적 명성
을 얻은 문용재 박사가 부임했다.
경희대학교에서 태양천문학 및 우주물리 분야가 더 성장하게 된 것은 2008년 경희
대학교가 확보한 ‘세계적대학육성사업’ WCU 덕분이다. 이 사업으로 2009년 대학원에 우
주탐사학과가 만들어졌고, 독일 막스플랑크 태양계연구소의 솔란키(Sami K. Solanki) 교수
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우주과학연구소의 린(Robert P. Lin) 교수를 석학교수로 초빙
할 수 있었다. 또 같은 해에 태양 수치실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일본의 마
가라(T. Magara) 박사가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이로써 2014년 현재 경희대학교에는 태양
천문학 분야에서 전임교수 5명(김갑성, 장민환, 최광선, 문용재, Magara)를 확보하고 있으며,
석학교수 1명(솔란키), 전임에 준하는 세계적 학자 2명(International Scholar, 나카리코프, 이노
우에), 연구교수 2명(신준호, 이진이), 박사후연구원 1명(박진혜)과 다수의 대학원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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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큰 연구 집단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기간 경희대학교는 태양천문학 분야에서 다수의 박사를 배출했다. 김갑성 교수의
지도 아래 2003년에는 조경석이 유형 2의 태양 전파폭발과 코로나 충격파에 관한 연구로,
김연한이 태양 X-선 플라즈마 분출의 관측 연구로, 2007년에는 이진이가 코로나 물질 방
출의 분광학적 연구로 각각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용재 교수의 지도로 2009년에는 김
수진이 태양 플레어 전조 현상의 관측 연구로, 2012년에는 이경선이 태양 극자외선 분광
기를 이용한 소규모 활동의 관측 연구로, 2013년에는 박진혜가 태양 고에너지 입자 현상
의 관측 연구로 각각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한국에서 태양천문학 연구의 효시였던 윤홍식 교수가 2003년 2월 정년을 맞게 되자, 후임
으로 채종철 회원이 같은 해 8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게 된다. 채종철 교수가 이끈 서울대
학교 태양천문학 그룹은 국내적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우주환경 그룹과, 그리고 국
제적으로는 미국 뉴저지공과대학 빅베어태양천문대와 깊은 신뢰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관계는 서울대학교 태양천문학 그룹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 태양천문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협력 관계를 가시
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빅베
어태양천문대 1.6m 망원경(NST: New Solar Telescope) 쿠데실에 설치한 고속영상태양분광
기(FISS: Fast Imaging Solar Spectrograph)다.
채종철 회원이 FISS를 직접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기 직
전인 2003년 8월이었다. 2년 정도 검토한 광학계 구성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연구 계획
이 2005년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기기 제작을 지원해 줄 최초의 연구 재원을 확보하게 된
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광학계 설계가 확정된다. 또한, 같은 해에 영상스캐너 설계를 마
쳤고, 2007년 분광기 관련 부품 제작과 구입에 들어가, 2008년 8월 마침내 최초의 스펙트
럼을 얻었다. 2009년 4월에는 햇빛의 스펙트럼을 얻었고, 2010년 5월 드디어 NST를 통
해 들어온 햇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후 분광 관측 자료의 질이 해마다 개선
되어 2013년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광 영상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FISS 개발이 한국
태양천문학계에 주는 의미는 과학적 구상, 설계, 제작, 운용, 자료 처리, 과학적 연구, 논문
발표 등 모든 과정이 한국 태양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대학과 연구소 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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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협력 사례라는 점,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좋은 관측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 국제 경쟁력 있는 관측 설비를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확보했다
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태양천문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모두 7명이다. 2004년 봉수찬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상 분광 재건 방법에 관한 연
구로 학위를 받았다. 봉수찬은 윤홍식 교수의 지도하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이었으며, 뉴
저지공과대학의 이정우 교수에게서도 많은 학문적 지도를 받았다. 2005년 이상우 회원이
이상각 교수의 지도로 태양플레어와 필라멘트 관측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채종철 교수
가 학위과정과 논문을 지도하여 배출한 첫 번째 박사는 정혜원이다. 정혜원 회원은 2008
년 태양활동 지역의 자기나선도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NASA/GSFC에
서 3년간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2010년에는 안광수가 채종철 교수의 지도
아래 고해상도 태양 관측 기기 개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안광수 회원은 학위 과정 중
FISS의 핵심 부품인 영상스캐너를 설계·제작했으며, 기기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2008년
부터 현재까지 미국 빅베어태양천문대에서 적외선 파장대의 편광영상분광기 개발을 담당
하고 있다. 2010년 권륜영 회원이 태양코로나 플라스마 구조에 대한 입체적 관측에 대한
연구로, 그리고 임은경 회원이 태양활동 지역과 필라멘트의 자기나선도에 대한 연구로 각
각 학위를 취득했다. 권륜영은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활동 중이
며, 임은경은 빅베어 태양천문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13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
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에는 박소영이 태양의 자속상쇄체에 대한 연구로 학
위를 취득했다. 박소영은 약 2년간 한국천문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2001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채종철 교수가 천문우주과학과에서 전임교수로 태양천
문학을 가르쳤다. 이 기간 동안 채종철 교수의 지도를 받고 태양천문학 분야에서 박형민,
정혜원, 박소영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채종철 교수가 충남대학교를 떠난 후, 충남대학
교 태양천문학 분야의 인력 양성은 충남대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학연 과정을 통해 이
루어졌다. 이유 교수가 충남대학교 쪽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했고, 문용재 박사와 조경석
박사가 한국천문연구원 쪽 지도교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김록순 회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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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기장 폭풍을 일으키는 CME(Coronal Mass Ejection) 예보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1년 박형민 회원이 고속영상태양분광기 개발과 태양 채층 관측 연구로 학위
를 취득했다. 김록순 박사는 학위 취득 후 2년 동안 미국 NASA/GSFC의 고팔스와미(Nat.
Gopalswamy) 박사 밑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했고, 2014년부터 한국천문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형민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
으로 있다. 한편 충남대학교에서 채종철 교수에게 학사 논문 지도를 받은 박성홍은,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에 유학하여, 해민 왕(Haimin Wang) 교수의 지도를 받아 태양플레어와 자
기나선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천문연구원

이 시대에 한국천문연구원이 한국에서 태양천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는 인력 확보, 사업 수행, 국제 협력의 세 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연구 중심으로의 부상
에는 연구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었다. 또한 양질의 연구 및 관측기기를 개발해야 했고, 이
런 기기 개발 과제의 수행은 국제협력 강화로 뒷받침될 수 있었다. 태양플레어망원경 사
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태양연구팀에 심경진 부장, 박영득 박사, 장비호 연구원밖에 없었
으나, 이 망원경의 구축과 더불어 1996년 문용재 박사가 국가 지정 태양활동연구실 사업
을 수행하게 되면서 2002년 조경석 박사가 태양연구팀에 합류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뉴
저지공과대학과 협력하여 건설하는 한국태양전파폭발감지기(KSRBL: Korean Solar Radio
Burst Locator) 사업과 1.6m 신태양망원경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4년 김연한 박사와 최성

환 연구원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봉수찬 박사가 합류했다. 2005년 태
양연구팀은 한국천문연구원 내에서 태양우주환경연구그룹이라는 독립된 연구 부서로 공
식 출범했다. 2012년 임은경 박사, 2014년 김록순 박사가 태양연구팀에 정규 연구원으로
합류했다. 이제 태양연구팀에는 정규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박사후연구원과 학생 연
구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루어진 태양 연구의 큰 흐름은, 지구에 영향을 끼
치는 태양폭발 현상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 영향을 예보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얻는 것
이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코로나 물질 방출(CME) 현상의 형태학적 특성, 유형 II 전파 폭
발 및 코로나 충격파, 행성간 충격파 전파 모형, 태양풍 특성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다량
의 우수한 논문이 나왔다. 이 시대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태양 연구를 이끌어 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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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재 박사였으며, 2007년 문용재 박사가 경희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조경석 박사
가 태양 연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즈음에 근지구우주환경 연구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본격 시작되었다. 2007년 우
주환경감시실이 문을 열면서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 영역은 태양과 태양풍을 넘어서 지구 전리권과 자기권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태양우주환경그룹에 곽영실, 황정아, 이재진 박사가
합류함으로써 근지구우주환경 분야의 연구 시대가 열린다. 2011년에는 김경찬 박사가 합
류하며, 그 이후에 다수의 박사후연구원과 학생 연구원이 확보된다. 그리하여 근지구환경
연구팀은 2014년 현재 태양연구팀과 더불어 태양우주환경그룹의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
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의 연구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국제협력이었
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의 도움으로 태양전파관측기(KSRBL)
를 구축했고, 또 같은 대학이 추진하는 1.6m 태양망원경 사업에도 참여한다. 2010년부터
는 일본 나고야대학의 우주환경연구소와 태양 및 근지구우주환경 분야에서 연구 교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2010년에는 미국 NASA와 연구 협약서를 체결하여 NASA의
태양 관측 위성 SDO(Solar Dynamics Observatory)의 한국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지구 방
사능벨트 감시 위성 VAP(Van Allen Probes) 수신국의 한국 내 설치에 관한 연구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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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2. 행성계

1960년 이후 행성계과학 연구의 세계적 추세는 지상관측보다 행성탐사선에 의한 직접탐
사가 주를 이루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행성탐사를 수행해온 미국과 유럽의 행성과학자
들은 오랜 세월 데이터 장벽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성학계 분위기는 천문학
의 다른 분야보다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국내 행성과학자들이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행성분과 회원들의 연구 기록이다.
1981년 김상준 회원은 보이저(Voyager) 데이터와 지상망원경 데이터를 사용하여 타
이탄과 목성의 중수소(D) 함량, D/H 비를 도출해 우주 다른 곳의 D/H와 비교하여 당
시 우주론을 점검하는 논문을 내기 시작했다. 1985년 보이저 적외선 데이터를 취급하던
중 목성의 적외선 영역에서 에탄, 에틸렌, 벤젠, CH3 등의 오로라를 발견했고, 이를 설명
할 입자충돌 오로라 형광 모델을 만들었다. 이 결과 2μm에서 수소분자 오로라가 관측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되었고, 1988년 CFHT에서의 관측을 통해 실제로 확인했으나 미
확인 선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김상준 회원은 이 선들이 H3+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1988년 미국 행성천문학회에서 발표했다. 그 당시 성간에서 발견된 수많은 분자들을 설명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H3+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었다.
김상준 회원은 1985년부터 혜성 분광학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혜성 속에 있는 여
러 원자, 분자, 이온들의 형광현상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함량비를 도출하여 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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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밝히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1994년 슈메이커-9 혜성과 목성의 충돌이 있었
고, 당시 적외선 분광 관측을 통해, 충돌 후 폭발 조각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수천 km
에 이르는 목성 표면이 충격파에 의해 수십 분 동안 5,000K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이 충돌 후 진행을 6,500만 년 전 지구에 있었던 공룡 멸망 사건에 적용하여, 소행성
충돌 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한 가열이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
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이후부터 김상준 회원은 외행성과 타이탄에 대한 고분산
적외선 분광 관측을 Keck, Gemini, UKIRT에서 지속적으로 하며 김주현, 서행자, 심채
경 회원과 함께 향후 GMT 고분산 분광 관측에 대비했다. 한편 김상준 회원은 2006년부
터 Cassini/VIMS에서 생성되는 타이탄과 토성의 분광 및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
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한 예로 1980년 칼 세이건(Carl Sagan) 박사가 타
이탄 연무는 그가 실험실에서 만든 톨린(Tholin)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했고 여러 교과
서에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멀고 타이탄 연무는 성간먼지와 비슷하게
대부분 고분자 탄화수소 중 Aliphatic과 Aromatic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김유제와 현정준 회원은 1984년 『천문학논총(PKAS)』에 토성 고리 내 소위성 형성과
관련한 공명현상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당시만 해도 국내 연구진이 국내 지상 관
측 시설을 이용해 1차 관측 자료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했으며, 외국 우주선 자료의 획득은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이론 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그 좋은 예가
김유제와 현정준 회원의 궤도 동력학적 연구다.
홍승수 회원은 1985년 국제천문연맹 콜로키움(IAU Colloquium)에 황도광의 작은 구
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1990년부터 권석민 회원과 함께 적외선 영역에서의 황도
방출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했다. 표정현 회원은 2006년부터 AKARI 중적외선 전
천탐사 관측 자료로부터 황도 방출광 밝기의 전천 지도를 작성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세부
구조의 생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행성간 티끌운의 3차원 모형을 제
시했다. 최근에 표정현은 일본의 마쓰모토(T. Mastumoto) 교수와 공동으로 황북극 방향의
AKARI 중적외선 관측 자료에서 황도 방출광의 밝기 및 요동을 분석하여 수 각분 규모의
밝기 요동을 검출하고, 이 요동의 기원을 성간티끌 세레스에 의한 방출광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세레스 성분을 제거한 후 남은 요동 성분으로부터 적외선 우주배경복사의 요동
값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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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쉬구로(M. Ishiguro) 회원은 행성간 티끌 입자의 근원과 진화 연구를 서울대학교에
서 수행하고 있다. 직접 개발한 광시야 영상 장비 WIZARD로 황도광의 공간 분포를 측
정하여 황도광의 세부 구조 및 행성간 티끌의 반사 특성을 연구했다. 또한, 수치 계산을
통해 행성간 티끌이 금성 등의 행성과 이루는 궤도 공명을 연구했다. 현재는 황도광의 분
광, 편광 관측을 통해 행성간 티끌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폭발
현상을 보이는 혜성의 진화 양상과 먼지 트레일의 관측 자료를 통한 혜성 먼지 입자의 진
화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소행성에 대해서는 탐사선 하야부사(Hayabusa) 1호의 탐
사 결과를 이용한 S형 소행성 연구, 탐사선 하야부사 2호 관련 예비 연구, 소행성의 돌발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석, 이상각 회원은 2006년부터 외계행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행성을 가진 G
형 항성의 고분산 분광 관측에 의한 내화성 원소의 함량을 조사했다. 행성의 생성과 내화
성 원소의 함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1999년 변용익, 문홍규 회원의 주도로 YSTAR(Yonsei Survey Telescopes for Astronomical Research)와 ‘인공위성 및 지구접근천체 감시 연구(NEOPAT: Near Earth Object Patrol)’

의 협력을 기초로 전천탐사 연구를 국내에서 처음 시도했다. 협력 사업팀은 2002년 남아
프리카공화국과 2004년 호주에 0.5m급 소형 광시야망원경을 설치, 무인원격 자동운영에
착수했다. 이동천체 자동검출 시스템을 적용,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MPC: Minor Planet
Center)에 상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한편, 2003년 YSTAR 팀은 대만에 0.5m 광시

야망원경을 설치하여 카이퍼티(Kuiper Belt) 소천체들의 종족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관측
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센타우루스 천체에 대한 관측과 열적 모델을 기초로 이들 천체의 표
면 활동을 밝히는 연구가 국내 연구자 주도로는 처음 시도됐다. 이후에 국내 연구진이 참
여하는 국제 혜성 관측 캠페인과 공동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다. 한편, 근지구소행
성(NEA: Near Earth Asteroid) 종족모형과 전 세계 주요 소행성 관측시설의 특성 및 탐사 관
측 패턴을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NASA 우주방위목표(Spaceguard Goal)의
달성 가능성과 종족모형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변용익 회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201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위성 1호에 실린
원자외선 분광기 FIMS의 자료를 이용하여 혜성 관측 연구를 수행했으며, 하야부사 2호
의 탐사 목표인 소행성 1999 JU3에 대한 자전 특성, 형상모형 분석을 통해 일본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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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에 탐사선 임무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광도곡선 연구를 기

초로 소행성종족으로부터 근지구 공간으로 유입되는 NEA의 플럭스를 통계적으로 예측
해 해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종족 연구는 대상 종족을 확장해 ‘KEEP
North(Kirkwood Excitation and Exile Patrol in the Northern sky)’라는 중장기 연구과제로 추진
되고 있다.
2012년부터 ‘DEEP South(DEep Ecliptic Patrol of the Southern sky)’라는 이름으로 한
국 미소중력렌즈 망원경 네트워크(KMTNet: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를 활용한
NEA 물리적 특성 연구가 시작됐으며, 2014년 말에 본격 관측에 들어간다. 2013년 러시
아 첼랴빈스크 운석 및 2014년 3월 진주 운석 낙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성체와 운석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됐다. 국내 학계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기초로 운
석의 낙하궤적과 모체가 되는 소행성의 궤도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의 자료 협력으로 소행성체 전반에 걸친 새로운 종족수치모
델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다. 2014년 우주위험에 대한 국가대응계획이 포함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과 함께 관련 계획이 국가우주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태양계 소천체에 대한 새
로운 연구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수십 m 크기의 소천체에 대
한 탐지관측 설비, 행성 간 레이더 구축을 통한 정밀특성관측, 그리고 지구 대기에 진입하
는 유성체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광학 및 레이더 관측 네트워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용하 회원은 1991년 미국 뉴욕주립대학 스토우니 브룩(SUNY at Stony Brook)에서
“The Jovian Ionosphere”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당시 메릴랜드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
던 김상준 회원과 목성의 H3+ 오로라에 대해 연구했다. 귀국 후에는 목성의 UV 오로라
에 대한 허블우주망원경 관측과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며 행성과학의 연구를 지속해 왔다.
+
1990년대는 목성의 오로라에서 H3 가 김상준 회원 연구팀에 의해 우주에서 처음 발견된

직후라 목성 오로라의 연구가 지상 적외선망원경과 허블우주망원경의 자외선 관측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공교롭게도 1994년에는 슈메이커-레비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면서 행성과학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행성과학의 1차 자료를 얻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와 연관하여 행성과학 분야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김용하 회원은 지구의
고층 대기 및 이온층 연구로 관심 분야를 확장했다. 특히 남극 세종기지에서 고층 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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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는 유성 레이더를 2007년부터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행성과학
분야 연구의 연속으로 2014년에는 토성 이온권의 탄화수소 이온층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달 표면에 유성체 충돌에 의한
섬광을 교내 소형 망원경에 비디오카메라를 장착하여 관측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최영준 회원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태양계 소천체에 대한 특성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경 1km 이상 지구 위협 소행성에 대
한 크기, 반사도, 자전특성 등 조사, 근지구 소행성의 기원이 되는 소행성대 종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조사, 소행성 종족으로부터 근지구 공간 유입과정 조사 등이다. 사용되는 장
비로는 KMTNet 망원경과 후속조치 네트워크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지구 충돌위험도 분석 및 충돌 대비 계획의 수립과 미래자원 활용을 위한 우주탐사 대상
사전 검토에 활용될 것이다. 최근에는 진주 운석의 궤적 및 기원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달 탐사 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 내용은 달 표면 소행성 충돌구
조사, 태양계 역사 연구, 달 주변 플라스마 및 우주방사능 환경 연구, 달 표면의 편광도, 우
주풍화 정도 등에 관한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다. 또한 달이나 소행성과 같이 대기가 없는
천체의 표면 변화 및 운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 중이다.
한정호 회원은 중력렌즈를 사용한 외계행성 발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거대행성 급 외계행성을 두 개 발견했고, 2014년에는 쌍성계에 속한 새
로운 지구형 행성을 발견했다. 발견된 행성이 속한 모성은 태양보다 훨씬 어두워 매우 적
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훨씬 낮아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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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계행성

외계행성(外界行星, exoplanet)은 태양계 밖의 행성으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
전하고 있는 행성을 의미한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외계행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항성 주위를 도는 새로운 행성을 찾았다는 주
장들이 제기되었으나, 20세기 말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흔한지,
우리 태양계와 얼마나 유사한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992년 펄서 PSR
B1257+12 주위를 도는 암석 행성들의 존재가 최초로 발표되고, 1995년에는 주계열성 주
위를 도는 외계행성이 발견되면서 그 동안의 의문을 한 겹, 두 겹 풀어내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현재 외계행성 탐색 연구는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며, 관측 기
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14년 11월 현재까지 1800개가 넘는 외계행성이 발견되었
다.
외계행성 탐색 방법으로는 시선속도 방법, 식현상 방법, 미소중력렌즈 방법, 타이밍
방법, 직접 이미지 촬영 방법 등이 있다. 몇몇 개의 외계행성은 망원경으로 직접 찾았으나
대다수는 시선속도와 식현상 방법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견했다. 이중에서 국내 천문
학자들이 참여하거나 계획 중인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 배경과 결과를 바탕으로 외계
행성 연구사를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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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방법
항성 주위를 행성이 공전하는 경우, 행성의 중력에 의해 항성 자체도 항성과 행성의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데, 이때 관측자에게 보이는 항성의 위치(즉, 항성까지의 거리)가
변하게 되어 모성의 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행성의 공전주기에 맞춰 규칙적으
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시각의 변화를 관측해 외계행성을 찾는 것이 타이밍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재우 박사가 주축이 되어 연구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이
용해 현재까지 모두 3개의 외계행성을 발견했다. 지난 2009년 발표된 “두 개의 태양을 가
진 외계행성 발견(The sdB+M Eclipsing System HW Virginis and its Circumbinary Planets)” 논
문은, 쌍성에서도 행성이 생성되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천문학회지(Astronomical Journal)』의 2011년 조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5편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36회의 인용도를 기록하
고 있다.

•미소중력렌즈 방법
거리가 다른 2개의 항성이 관측자의 시선방향과 정확히 일치할 때, 가까이에 있는 항성
의 중력으로 인하여 멀리 있는 항성의 빛이 모아져서 밝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중
력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가까이에 있는 항성 주위에 행성이 있으면 렌즈에 흠
집이 난 것처럼 밝기 변화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분석하여 외계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을 미소중력렌즈 방법이라 한다. 미소중력렌즈 사건 연구를 통해 외계행성
을 찾기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과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2002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과 미소중력렌즈 추적관측연구 국제공동연구망 Micro-FUN(Microlensing Follow-Up
Network)을 구성했다. 이후 Micro-FUN은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

국,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OGLE과 MOA 그룹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미소중력렌즈 사건을 추적 관측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미국 레몬산에 설치한 1m 자동 망원경을 이용해 관측 가능한
미소중력렌즈 사건의 후속 관측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차감법에 기반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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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을 이용해 칠레에서 관측한 자료를 매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실시간으로 처리된
관측 결과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봄으로써 중력렌즈 사건이 외계행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렌즈 사건이 행성을 포함한 사건으로 판단되면 전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소중력렌즈 사건의 추적 관측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처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한정호 교수 연구팀을 포함하여 한국천문연구원 정선
주, 류윤현 박사 등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 성과로는 2014년 『사이언스』지
에 발표된 논문, “쌍성의 작은 항성(반성)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형 행성(A terrestrial planet
in a ~1-AU orbit around one member of a ~15-AU binary)”이 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사는 태

양계와는 환경이 사뭇 다른 쌍성계에서 행성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을 이용해 국내 천문학자가 주도하여 지금까지 3개
의 외계행성을 발견했으며, 총 20여 편의 관련 논문을 출판하는 등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
히고 있다.
미소중력렌즈 방법은 지상망원경으로 지구형 외계행성을 탐색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KMTNet(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을 개발하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은하의 중앙 팽대부에 있는 수천만 개의

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MTNet은 2014년 설치가 완료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행성 탐색에 들어간다. 특이한 외계행성과 더 나아가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
성이 있는 지구형 외계행성 발견의 서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시선속도 측정 방법
도플러 효과에 의한 분광선의 변화량을 관측하면 시선속도의 주기적인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용해 외계행성을 찾는 것이 시선속도 측정 방법이다. 분광 관측을 이
용한 시선속도 방법으로 외계행성 탐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보현산 고분산에셀
분광기(BOES)를 개발 완료했다. 이미 국외에서는 항성의 진화 경로에서 가장 안정적이
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지상 관측이 가능한 밝은 G형 주계열성을 중심
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국내에서는 K, M, F형 거성에서의 외계행
성 탐색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의 고분산분광기 관측 경험이 없고 분석 기술이 없
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의 분광학 전문가 3명을 국내에 초빙하여 외계행성 탐색연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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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정밀 시선속도 분석코드를 개발하지 못해서, BOES 자료를 국내
에 근무하는 러시아 과학자의 인맥을 통해 국외 외계행성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존하기도
했다. 드디어 2007년, BOES가 완료되고 3년이 지나서야 시선속도 정밀측정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외계행성 탐색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
연구팀은 2006년 초에 K형 거성 Pollux 주위에서 외계행성의 흔적을 강하게 감지하게 되
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팀에겐 이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이 없었다. 얼마 후에 이 항성에
서 외계행성을 발견한 논문이 국외의 두 연구 그룹에서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 국내 연
구팀은 이 상황을 상실감과 더불어 분발의 계기로 삼았다. 결국 2011년 첫 번째 외계행성
(“Detection of a planetary companion around the giant star γ1 Leonis”)의 발견으로 보답을 받게

된다. 시선속도 방법을 활용하는 국내 연구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병철, 한인우, 김강민
등이며, 현재까지 11개의 외계행성과 1개의 외계행성 후보를 발표했다.

•식현상 방법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행성이 항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횡단할 때, 항성의 빛을 가려
어두워지는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외계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계행성은 모
성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식쌍성의 경우에 비해 밝기의 변화폭이 매우 작다. 예를 들
면,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이 태양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지름 비가 약 1/10이기 때문에 밝
기에는 약 1/100만큼, 즉 약 1%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이 정도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비교적 작은 망원경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고 자료 처리 방법 등이 기존
의 변광성 관측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며, 현재 가
장 폭넓게 연구되는 분야다. 국내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변광천체그룹을 비롯한 천문
학과 대학원에서 다수의 천문학자들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
에서 수행 중인 KMTNet 사업으로 이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설
명한 미소중력렌즈 방법과 동시에 진행되며 매년 수백 개의 외계행성의 발견과 특이한 현
상의 외계행성 발견을 예측하고 있다.
실제 외계행성 탐색연구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기껏해야 2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10년에 불과하고 장비와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왔다. 하지만 한국천문학 50년사에서 막둥이로 태어난 이 분야는 지나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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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본다. ‘발견’은 참으로 우연찮게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주도면밀한 준비로 이루어낼 수도 있겠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KMTNet
을 이용한 외계행성 탐색연구를 발판 삼아서, 한국이 10% 지분을 가지고 2020년경 첫 문
을 여는 GMT를 이용한 연구를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외계행성 연구는 차세대에는 세
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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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성

국내 연구진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뤄낸 항성천문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 연구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1980년 이전, 1980~1999년 사이, 그리고 2000년 이후 시기
로 나누어 돌아보기로 한다.

•1980년 이전 연구
1946년 10월 15일 개교 당시 이미 국립서울대학교는 천문기상학과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정작 신입생 선발은 195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는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
니크 위성 발사 성공의 여파로 천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결과였을 것
이다. 이때부터 현대 천문학이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었다.
항성천문학은 초기 한국 천문학계의 중점 연구 주제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천
문기상학과에 천문 담당 교수로 재임했던 현정준 회원과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지구과학교육과가 신설된 이래 천문교육을 담당했던 고 유경로 회원의 연구 활동은 항성
의 내부 구조와 항성대기에서의 복사전달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현정준 회원은 1960년
9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주재하면서
수행했던 항성 내부에서의 대류 현상에 관한 연구를 귀국 후에도 심도 있게 지속하여, 한
동안 이 분야가 항성에 관한 국내 이론 연구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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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63년 사이에 미국 밴더빌트대학과 인디아나대학에서 현대 천문학을 수학한 후, 로
웰천문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서 연구 경험을 쌓고 귀국한 유경로 교수는, 우리은하 내의
항성 분포에 근거하여 은하계의 질량 분포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그는
전리수소 영역의 기체역학적 진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울프레이 별을 비롯한 조기형 항
성의 유효온도 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
된 이러한 항성 연구에는, 당시 현정준 교수와 유경로 교수의 지도하에서 석사과정을 밟
고 있던 우종옥, 고 이영범, 강용희, 김성균 회원 등이 참여했다.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현정준 회원은 혼합길이(mixing length)가 대
류 불안정에 의한 에너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혼합길이
대 압력척도의 비에 따른 유효온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유경로 회원은 우종옥 회
원과 함께, 게벨(W. Gebel)이 발표한 장미성운의 Hβ 및 6cm 전파 관측 결과와 가시광 영
역에서 얻은 장미성운의 성간소광 자료를 바탕으로 성운에 있는 6개 항성의 유효온도를
결정했다. 이영범 회원과는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탄소항성 HD51208, HD75021, V1942
Sgr, RU Vir 등의 광전측광 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분포 곡선에서 유효온도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우리은하계의 질량 분포를 ① 하나의 구와 두 개의 타원체로 이
루어진 단순모형, ② 밀도가 중심거리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구각모형(shell model), 또
는 ③ 3개의 타원체모형 등을 도입하여 은하의 관측된 회전곡선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구각모형 연구에 강용희 회원이, 3개의 타원체모형 연구에는 김성균 회원이 참여했다. 이
연구는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이뤄낸 뿌듯한 결실이었다.
연세대학교에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된 것이 1968년이다. 연세대학교 교수진을 중심
으로 수행되었던 항성천문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식쌍성을 비롯한 변광성의 관측 연구였
다. 쌍성 연구에 있어서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결과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
내용은 변광성 단원에서 따로 다루게 될 것이다.

•1980~1999년의 연구
한국 천문학계의 열악했던 연구 환경은, 1974년 국립천문대가 설립되고, 1978년 소백산천
체관측소 준공과 더불어 Boller & Chivens 회사제 60cm 반사망원경이 도입되면서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9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단위로 진행된 ‘문교부학술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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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지원’ 계획이 국내 연구 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일부 사범대학 지구과학과에서만 천문학을 가르치던 시기를 벗어나, 1980년대 중
반 이후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천문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들
이 신설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천문학의 획기적 변천시대
라고 할 수 있다. 천문관측에 사용하는 광검출 방편이 사진건판에서 전하결합소자(CCD:
Charged Coupled Device)로 바뀌고, 계산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활용되

면서 IRAF(Image Reduction and Analysis Facility)와 같은 관측 자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1990년 4월 25일 허블 우주망원경이 디스커버리 우
주왕복선에 실려 지구 상공 610km 고도에서 관측을 시작함으로써, 광학분야에서도 우주
망원경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중심으로 항성에 관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항성 자체의 물리적 성질과 측광학적 특
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다. 특히 1979년부터 1999년까지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행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진화” 연구가 바로 그 변화의 결과다.
이 시기의 전반 10여 년 동안에는 현정준, 윤홍식, 이시우, 홍승수, 이상각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은하에 있는 항성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후반 10년 동안에는 서울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현정준 회원이 퇴임하고, 구본철, 박창범, 이명균 회원, 뒤이어 이형
목, 박수종 회원이 교수로 합류함에 따라 연구 주제 및 대상이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국내・외 관측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은하를 벗어난 천체들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
뤄졌다. 따라서 우리은하에 있는 항성 자체에 관한 연구는 과거보다 그 활동이 다소 위축
되었다.
이 기간에 있었던 항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정준 회원을
중심으로 항성 내부구조에 관한 이론 연구가 있었다. 또 윤홍식 회원을 중심으로 당시 석
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 수학 중이던 박영득, 박창범, 박용선, 이정우 회원들이, 만기형 항
성의 나이와 Ca II 방출선 세기의 관계, 자기장 활동에 따른 측광 특성의 변화, 자기장 활
동 자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 자기장의 활동과 자전속도의 상관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이시우 교수는 당시 대학원 학생이던 안홍배, 강용희, 박남규, 성환경, 천무영, 박
병곤, 김승리, 표태수, 정희 회원 등과 함께 UBV 표준 항성 관측 및 대기소광계수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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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태양 근처 항성들의 초기 질량함수, F형 항성들의 중원소함량과 나이의 상관관계, 근접
항성들의 나이와 중원소함량과의 관계를 통한 우리은하의 역학적 진화와 화학적 진화 등
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홍승수 회원은 이시우 회원과 함께 항성의 초기질량함수가 은
하의 진화 시간척도에 따라 어떤 변화를 해왔는지 추적했다. 이상각 회원은 지도학생 양
은수, 황윤오, 김계영, 유영선, 김미정 회원과 함께 태양 근처 항성들의 운동학적 특성, 헤
일로 항성과 만기형 항성의 측광학적 중원소 함량지수, 준왜성의 HR도, 헤일로 항성의
국부 질량밀도, 원반 및 헤일로 항성의 광도함수,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카
니(B. Carney)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로 저금속항성의 측광인자 및 근적외선 측광 등에 관
한 연구를 폭넓게 수행했다. 한편, 부산대학교의 우종옥 회원은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에 조기형 및 울프-레이어 항성의 유효온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기에 국내 항성 연구에서도 CCD(Charge-Coupled Device) 자료 분석과 원소함
량 연구에 IRAF와 쿠루츠(R.L. Kurucz)의 항성대기 모형을 활발하게 활용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연구
1994년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에 1.8m 망원경이 설치되고 1996년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하였지만, 1998년부터 정상적으로 관측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다 어
두운 천체의 측광 및 중분산 분광관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에 자체 개발한 고분산 에셀분광기(BOES: Bohyunsan Observatory Echelle Spectrograph)가 장착됨으로써, 2003년부터는 세계적 수준의 고분산 분광관측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항성에 관한 고분산 분광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
기가 마련된 것이다. 즉, 국내 관측을 통해 얻은 고분산 분광 자료에서 항성들의 화학 조
성비 및 스펙트럼 선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고급의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1999년부터 두뇌한국 21(BK21: Brain Korea 21)이라는 이름으로 7년간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의 학사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학원 중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제1차와 제2차 두뇌한국 21 프로그램은 한국 천문학계에도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천문 분야의 연구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외국 시설의 사용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 연구가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해외 연
수는 물론, 해외 관측 여행 및 학회 참여 등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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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가 국제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항성
천문 분야 연구에서도 국제 수준의 고급 관측 자료를 활용한 질 높은 연구가 이뤄지게 됐
다.
2000년대 이후 적지 않은 수의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연구 인력이 대거 항성천
문 분야 연구에 참여한다. 연구 내용을 간략히 대상 항성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종
옥・김철희 회원은 조기형 항성, 유계화・윤태석・이희원・형식 회원은 공생별 또는 행성상
성운, 이상각・김강민・한인우 회원은 다양한 항성들의 화학조성비에 대한 연구, 변용익 회
원은 질량이 작은 항성들, 서경원・성현일 회원은 만기형 거성, 성환경 회원은 전주계열 항
성, 김용철 회원은 생성 초기 항성의 내부 구조와 활동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이정은・표
태수 회원은 젊은 항성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보현산 BOES로 얻은 분광자료
를 이용한 항성 연구로 이정덕, 이병철, 강원석 회원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으니, 이
는 BOES 관측 자료가 국제 수준급임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관측에 더해서 이론 측면
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과 유렵럽 등지에서 중원소함량이 낮으면서 질량이 큰 항성
부터 백색왜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항성들에 관한 이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다
2013년에 귀국한 윤성철 회원이, 항성의 진화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
다. 2013년 12월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구본철, 이용현, 문대식 회원과의 공동연구 결과,
‘젊은 초신성 잔해 카시오페이아(Cassiopeia) A의 인(P) 확인’은 윤성철 회원의 이론적 예
측의 한 예다.
끝으로 막 시작한 매우 중요한 항성 연구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과 텍사스 대학이 합작으로 만든 IGRINS(Immersion Grating Infrared Spectrograph)는 한 번
의 노출로 H(1.45~1.80μm)과 K(2.0~2.45μm) 밴드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세
계 유일의 근적외선 고분산분광기다. IGRINS의 출현과 더불어 이정은 회원을 중심으
로 박선경, 강원석, 이상각, 천무영, 김강민, 정의정, 육인수 회원 등이 참여하는 ‘IGRINS
Spectral Library’라는 레거시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이 계획은 표준항성의 고분산 근적외
선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것으로, 텍사스대학의 맥도널드 천문대 2.7m 망원경에 IGRINIS
를 장착하여 수행되며 그 결과는 향후 항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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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5. 식쌍성

이 분야의 국내 초창기 연구는 주로 식쌍성의 광도곡선을 완성하여 주기를 결정하고 나아
가서는 주기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분광관측의 보편화에 힘입어 쌍성계
를 구성하는 각 별의 시선속도를 측정하여 각 성분별의 물리량, 즉 반경, 질량, 온도 등을
MKS 단위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쌍성 연구는 쌍성계 자체뿐만 아니라, 쌍성계를 이
용하여 얻을 수 있는 항성의 기본 물리량에 관한 자료가 풍부해짐에 따라,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쌍성 연구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쌍성 연구는 고 조경철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함에 따라 태동되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다. 성공적
인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해외, 특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조경철 박사가 해외 고
급 인력 1호로 유치되어 과학기술정보센터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그 후 조경
철 회원은 1968년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자, 1970년 연세대
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여 천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물리학을 전공한 고 주광희 회원도 천
문학 강의를 담당했다.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는 1971년에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고, 그 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논문 연구를 수행했다. 1972년 나일성 회원도
미국에서 귀국하여 천문학과 교수로 부임, 천문학 강의를 했다. 조경철 교수와 나일성 교
수는 모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천문학과에서 식쌍성 관측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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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그러므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는 자연스
럽게 식쌍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식쌍성의 분석방법
‘헤르츠스프룽-러셀 도’로 유명한 러셀(H.N. Russell)이 1912년 처음으로 식쌍성의 광도
곡선에서 궤도 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그 후 1952년 러셀은 초기에 발표한 자
신의 방법을 메릴(P.W. Merrill)과 더불어 확장·발전시켜 궤도 결정에 노모그래프(Nomograph)를 이용하여 식쌍성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은 관측 장비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어서 관측으로 광도곡선을 직접 얻을 수 있는 여건
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국내에서의 쌍성 연구는 조경철 회원이 미국에서 관측한 자료
를 학생들이 러셀과 메릴의 노모그래프를 이용해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대학원생이
던 오규동과 이우백 회원이 각각 식쌍성 SW Lac과 AI Dra의 궤도 해를 국내에서 최초로
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식쌍성의 궤도해를 구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했
다. 1971년에는 윌슨(Robert E. Wilson)과 드비니(Edward J. Devinney)가, 1972년에는 우드
(Frank B. Wood), 1973년에 힐(Graham Hill)과 허칭스(J. B. Hutchings)가 광도곡선과 속도곡

선을 함께 처리하여 식쌍성궤도의 정확한 해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RS CVn형 별의 광전측광 연구
1977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40cm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정장해
회원이 광전측광 장치를 고안·제작하여 40cm 망원경에 부착했으며, 강영운 회원은 1977
년 나일성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 장치로 식쌍성 AR Lac를 직접 관측하여 광도곡선을 구
축하고 해를 구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국내에서 광전측광기를 사용한 최초의
관측 연구 결과였다. 그 후 이용삼, 김천휘, 김호일, 안영숙, 이은희 등 다수의 대학원생이
40cm 반사망원경과 광전측광기를 이용해 식쌍성 연구를 이어가면서 주기의 변화를 조사
하고 변화의 원인을 제시했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소위 RS CVn형 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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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세대학교 40cm 반사망원경. 구형 돔 대신 포장마차 모양의 덮개를 사용했다.

1950년 스트루비(Otto Struve)가 Ca II H+K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쌍성계를 학계에
처음 보고한 이래, 이러한 특성의 쌍성들에 대한 관측 결과가 많이 축적되면서 RS CVn형
별이라는 식쌍성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 특징을 1976년 홀(Douglas S. Hall)이 요약·발표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광도곡선이 매우 불규칙하며 비대칭이라는 점이다. 이를 설
명하기 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한국 연구자들도 80여 편의 논문을 미국, 영국, 유럽
등지의 학술지에 발표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어낸 지식은 별의 채층 활동에 관한 정보
였다. 즉, Ca II H+K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RS CVn형 별에서도 태양과 유사한 채층
의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근접쌍성의 채층 활동
근접쌍성계의 별들은 대부분 매우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계의 한쪽 별, 혹은 두 별 모두
의 외곽부에 대류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런 별에서는 자기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왕
성한 채층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근접쌍성 중에는 채층 활동이 활발한 별이 상당
수 있다. 채층보다 더 바깥쪽에서는 코로나가열 현상이 나타나며, 코로나의 온도는 (2~30)
× 106K에 이른다. 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는 X-선이 방출되는데 그 광도가 태양 X-선
광도의 102~4배에 이른다. 이러한 별들의 표면에 흑점들이 형성되며, 흑점의 광구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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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번역?

양상에 따라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광도곡
Mg II h+k

선이 만들어 진다.
근접쌍성계를 이루는 별들은 홑별과 달
리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같은 동주기 궤도

HD 129333
(70Myr)

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시간이

Flux

흐름에도 불구하고 빠른 자전 속도를 유지하
여 자기장의 활동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

HD 1835
(600Myr)

다. 채층 활동이 활발한 별들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Ca II H+K, 또는 Hα 방출선이 강
하게 나타난다. 특히 천문관측 인공위성의 등
장으로 자외선 영역의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Mg II h+k, C IV 방출선들이 강하게 나타난

HD 2151
(9Myr)
2790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방출선들
2800

2810

Wavelength (A)

이 채층 활동을 조사하는 데 좋은 지표로 사
용되고 있다.

그림 3-2 근접쌍성의 Mg II h+k 방출선의 세기와 별의 나이 사
이의 관계. 방출선이 강할수록 젊은 별이다.

•근접쌍성계의 공전주기 변화
근접쌍성계의 궤도 공전주기에 관한 연구는 항성의 내부구조와 진화뿐만 아니라, 항성계
의 운동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관측된 극심시각 O와 이론적으로
계산한 극심시각 C의 차이 값을 시간에 대하여 그린 O-C도를 분석함으로써 쌍성계에서
의 질량 이동, 질량 손실, 각운동량 손실, 근성점 운동, 제3천체에 의한 광시간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대류층을 가진 성분 별의 자기장 활동이 공전주
기의 변화에 주는 영향도 조사할 수도 있다. 2001년 폴란드의 크라이너(Jerzy M. Kreiner)
박사와 충북대학교의 김천휘 교수의 식쌍성 O-C 도록집의 출판은 궤도 공전주기 연구
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식쌍성의 주기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한 중첩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며, 주기 변화가 항성의 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특히, 규칙적인 주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제3 또는 제4 천체의 존재는, 근접쌍성
계의 기원, 다중성계의 역학과 안정성, 더 나아가 그러한 역학계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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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관측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천문연구원과 충북대학교 공동연구팀이
2009년에 식쌍성 HW Vir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행성계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 논문
은 2015년 1월 현재까지 140여 편의 논문에 인용되었다.
한편, 2008년과 2014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관측 장비를 이용한 정밀 측광과 분
광 결과로부터 이중식 현상을 보이는 V994 Her 오중성계를 검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3개의 천체가 서로 식을 일으키는 삼중식 삼
중성계 KIC2956260을 발견했다. 이러한 다중식 현상을 보이는 항성계는 각 성분별의 질
량, 반경, 광도와 같은 기본 물리량을 가정 없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희귀한 천체다. 현재까지 6개의 이중식 사(오)중성과 3개의 삼중식 삼중성이 알려졌다. 이
들 천체는 다중 항성계의 생성과 조석마찰 이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대상이
다. 2015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에 설치한 3대의 남반
구 광시야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리은하의 중앙팽대부에 대한 변광천체 탐색 관측을 수행
한다.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식쌍성들을 많이 검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대한 관측 자
료의 분석을 통해 수행될 물리적, 통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쌍성 및 다중성계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성의 화학 조성비 연구
학계는 쌍성계를 구성하는 두 별의 화학 조성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두 별의 중원소 함량비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쌍성의 화
학원소 함량비의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
다.

제3장 연구 활동과 관측 및 연구 기기

117

천문학 연구

6. 항성계

1) 산개성단
한국 천문학계의 산개성단 연구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천문학
회지』 창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여명기, 1980년대 초부터 1990년 중반까지의 도약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전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관측 수단이 무엇이었느냐에 의한 것이다. 여명기에는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관측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광전 관측이 가능하게 된 도약기에는 국내 관측
결과와 이미 출판된 외국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성숙기에 들어와서는
국내에서도 전하결합소자(CCD)를 이용한 측광 연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
국 천문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시설을 직접 이용해 관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리하여 성숙기의 산개성단 연구는 국제 수준이다.
그림 3-3은 산개성단 관련 논문 수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으로, 여명기에 출판된 논
문의 수는 총 5편이며 모두 『한국천문학회지』에 게재된 것이다. 도약기에는 논문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한국천문학회지』와 『한국천문학논총』 논문만 있다. 그러나 성숙기
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수가 더 많다. 이는 논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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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개성단 관련 연구 논문의 수적 변화

•여명기
한국 천문학계의 산개성단에 관한 첫 연구 결과는 『한국천문학회지』 1권에 실려 있는 고
유경로 교수의 논문으로,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이중성단 h & χ Per 근처에서 관측이 되
는 중성수소 구름의 질량과 운동량, 운동에너지 등의 계산을 통해 이들이 어떤 기작에 의
해 성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속운동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이시우 회원은 두 편
의 논문에서 은하의 조석장 내에 있는 성단의 형태,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대한 역학계산
을 수행했다. 우종옥과 유경로 회원은 장미성운이 라이만 연속복사에 대해 광학적으로 충
분히 두꺼움을 밝히고, 장미성운의 Hβ와 5GHz 전파 관측 자료를 잰스트라(Zanstra)의 이
론을 적용하여 이 성운 내부에 있는 O형 별 4개의 유효온도를 결정했다.
이후 유경로 회원은 산개성단의 광도함수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외국에서 출판된
측광 자료들을 이용하여 절대등급에 따른 별의 개수 변화를 바탕으로 광도함수를 분류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단 구성원의 선정 기준, 측광 자료의 완전도, 그리고 항성진화
이론 등이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안홍배 회원은 윤홍식 회원과 함께 고유운동
연구와 측광 관측이 비교적 잘 수행된 성단들의 광도함수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이현숙
과 이시우 회원의 공동 연구로 이어져서 광도함수에서 질량함수를 도출하는 결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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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성단의 시간 의존형 질량함수의 연구로 발전했다.

•도약기
국내에서는 소백산 천문대의 61cm 망원경으로 산개성단의 광전 관측이 처음 이루어졌으
며, 성단의 초기질량함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광전
측광 관측 및 초기질량함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시우 회원과 그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
이 수행했다. 권석민과 이시우 회원이 젊은 산개성단 NGC 2264, IC 1805 및 IC 348의
광전측광을 수행했으며, 정재훈과 이시우 회원은 늙은 산개성단 M67에 있는 청색 낙오성
과 클럼프별(clump star)의 관측을 수행했다. 또 박남규 회원은 몇몇 중년 산개성단에 있는
적색거성의 DDO 측광을 수행했고, 성환경과 이시우 회원은 역시 중년 산개성단 M35의
UBV 광전측광을 수행했다. 10여 년 동안 4편의 논문만 출판된 가장 큰 원인은 소백산 천
문대의 기상 상태가 천문 관측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시우 회원은 외국 연구자들이 출판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산개성단 및 성협의
초기 질량함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별 및 성단 생성에 관련된 여러 이론을 조합하여
시간 의존형 초기질량함수를 정립했다. 또한, 그 결과를 모형성단에 적용하여 측광학적
진화모형으로 확장했으며, 산개성단에 있는 백색왜성의 연구도 수행했다. 안홍배와 이창
원 회원도 15개 산개성단의 초기 질량함수를 도출하고, 그 기울기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한편 홍승수, 김용하, 이시우 회원은 산개성단의 나이 분포를 조사하여, 성단의 파괴기작
및 파괴 반감기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성숙기
1990년대는 CCD라는 획기적인 광검출기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우리의 관측 역량이 크
게 향상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
했다. 또 이 시기에는 국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국제 경쟁력
을 갖춘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 광학 파장대역에 국한되어 있던 측광관측이 근적외선 영
역으로 확장되었다. 또 전주계열 구성원을 신뢰성 있게 선정하기 위하여 X-선 및 스피처
(Spitzer)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관측 자료를 함께 사용한 다파장 대역 연구도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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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개성단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증가했고 연구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점도 이 시기의
주목할 현상이다.
산개성단의 CCD 측광으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첫 주저자 논문은 대마젤란은하
에 있는 젊은 성단 NGC 2214에 대한 이명균 회원의 관측 연구이며, 『한국천문학회지』에
출판된 첫 논문 역시 이명균 회원의 것이다. 같은 해에 성환경과 이시우 회원의 젊은 산
개성단 IC 1805에 대한 관측 연구와 김승리와 이시우 회원의 프레세페성단에 있는 변광
성 BT Cnc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다. 이명균 회원은 국내・외 학술지에 산개성단에
대한 몇몇 논문을 발표했지만, 연구 대상을 주로 외부은하에 있는 구상성단과 외부은하에
집중했다.
한편 성환경 회원은 기존의 UBVI 뿐만 아니라 Hα 측광을 수행하여 젊은 산개성단
에 있는 전주계열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주계열 진화모형
의 문제점, 질량강착과 전주계열성의 원반, 넓은 질량 범위에 걸친 초기질량함수의 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후 보다 완벽한 성단 구성원 선정을 위해 챈드라(Chandra) X-선 우주망
원경 자료, 스피처 중적외선 관측 자료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의
젊은 산개성단에 대한 측광 연구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지도학생들과 함께 세종 전천 산
개성단 탐사관측(SOS: Sejong Open Cluster Survey)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질량이
큰 스타버스트(starburst)형의 젊은 산개성단 NGC 3603, Westerlund 1, Westerlund 2 등
의 초기질량함수를 도출했다.
김승리 회원은 1995년부터 시계열 관측을 통해 산개성단 내에 있는 변광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년 산개성단에 있는 δ Sct형 변광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에 느리게 맥동하는 B형 별 및 γ Dor형 변광성을 탐사했다. 그리
고 한국천문연구원 내 연구자들과 함께 산개성단과 구상성단에 있는 변광성 탐사 관측,
낱별 변광성 탐사 관측 및 특성 연구 등을 수행했으며, 국제 공동 관측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건설된 이후 안홍배 회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진
이 북반구 산개성단 탐사 관측을 수행했으나, 좋지 않은 기상 여건으로 인해 산개성단의
절대 물리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많이 생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날씨의 변동
이 있더라도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계열 관측을 통한 산개성단 내 변광성 찾기에
서 김승리 회원은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후 안홍배 회원은 이상현, 강용우 회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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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중년 산개성단의 광시야 관측을 통해 성단 내 질량 분리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
행했다.
근적외선 측광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다양한 나이를 갖는 산개성단 및 은하 중
심 부근에 있는 젊은 산개성단도 근적외선 측광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김성수 회
원은 외국 연구자들과 같이 은하중심에 있는 아치스(Arches) 성단의 근적외선 관측을 통
해 이 성단의 초기질량함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후 역학적 진화모형과 연결하려
는 시도를 했다. 국내에서도 이정덕과 이상각 회원이 δ Cep 변광성이 있는 중년 산개성단
NGC 7790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어서 경재만, 김상철, 변용익, 성언창 회원 등이 늙
은 산개성단에 대한 측광 연구를 수행했다.

2)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한국 천문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동시
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 중 하나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
된 연구 결과 중에서 2014년 현재까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총 5편의 논문이 이 분야
에서 게재되었는데, 이는 국내의 다른 천문학 연구 분야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업적이
다. 이 분야가 국내에서 특별히 활발한 이유는 구상성단 연구가 항성진화와 종족, 맥동변
광성, 은하의 형성과 진화, 왜소은하와 타원은하의 항성종족 이해, 항성역학, 그리고 우주
의 나이와 관측우주론 연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천문학계의 선구자들 중 세 분인, 이시우(서울대학교), 천문석(연세대
학교), 그리고 이상각(서울대학교) 원로회원이 열악한 국내의 환경 속에서도 이 분야에 대

한 교육과 연구를 열정적으로 이어가며 후학들에게 구상성단의 매력을 충분히 알려 주었
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이 세 분의 초기 연구 결과들은 주로 구상
성단 내 항성종족의 측광 및 분광 관측에 대한 것이었는데, 많은 논문이 국제 학계에서 요
즘도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 학계의 핫이
슈로 많은 구상성단에서 발견되는 화학조성과 나이가 다른 다중항성종족(multiple stellar
populations)의 존재를 암시하는 측광 및 분광학적 연구 결과를 놀랍게도 30년 전 세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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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세 분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2~3세대 학자들로 넘어
오면서 국내 구상성단 연구에서는 국제 학계를 이끄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발견이 본격적
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래에 기술한 것처럼 크게 ① 항성진화 및 항성종족, ② 항성역학,
그리고 ③ 외부은하 구상성단계 세 분야의 연구 결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구상성단의 항성진화 및 항성종족에 대한 연구 중에서 국내 및 국
제 천문학계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 첫 번째 발견은 오메가 센타우리의 광시야 측광
관측으로부터 구상성단 내 다중 항성종족의 증거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1999년 국내
천문학계 최초로 『네이처』에 게재된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의 이영욱, 이수창, 손영종 회
원 등이 주도했고, 구상성단 중 일부는 단순한 성단이 아닌 계층적 은하합병이론에서 예
측되는 와해된 왜소은하의 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 연구는 이후 허블우주망원경
을 이용한 관측 결과를 포함, 국제 학계의 후속 연구에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구상성단 내에 다중항성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2002년에는 현대천문학의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인 오스터호프 이분법의 기원
규명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가 윤석진(연세대학교), 이영욱 회원에 의해 수행되었
고, 결과는 국내 천문학계 최초로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1939년에 처음 제기된 오스
터호프 이분법은 우리은하 내 구상성단들이 ab형 RR Lyrae 변광성의 평균 주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의 기원이 최근 구상성단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다중항성종족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2014년에 와서야 장소희와 이영욱 회원 등에 의한 후
속 연구에서 알려지게 된다.
2005년에는 헬륨 함량이 대폭 증가된 2~3세대 항성종족이 여러 구상성단에서 발견
되는 극단푸른수평계열성(Extreme Blue Horizontal-Branch Stars)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는 연구가 주석주, 한상일, 정철, 이영욱 회원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2011년에는 이 항성
들이 구상성단뿐만 아니라 거대 타원은하의 자외선 상승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정
철, 윤석진, 이영욱 회원에 의해 보고되었다. 2009년에는 이재우(세종대학교), 이영욱 회원
등이 M22와 NGC 1851 구상성단에서 초신성에 의한 화학적 진화의 증거를 발견하여 『네
이처』에 게재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이재우 회원이 CTIO의 1.0m 망원경과 칼슘
협대역 필터를 사용해서 5년간 관측한 결과를 사용한 논문이다. 이 연구와 1999년 연세대
학교 팀의 연구는 모두 연구용으로는 가장 작은 0.9m와 1.0m 망원경을 사용한 기적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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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견이었다. 최근에는 CTIO 4m, LCO 2.5m, CFHT, UKIRT, SDSS 및 수바루 등
중대형망원경을 사용하는 구상성단의 측광 및 분광 관측 연구가 한상일, 임동욱, 이영욱,
손영종, 천상현(연세대학교), 이재우, 안덕근(이화여자대학교) 회원 등에 의해 활발히 수행되
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김용철, 이석영, 한상일, 나종삼, 이영욱, Pierre
Demarque)의 공동 연구로 1998년에 착수된 Y2 아이소크론 및 수평계열성의 항성진화트

랙 구축 프로젝트는 헬륨, 알파원소 및 CNO 함량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최근까지
꾸준히 진화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석주, 이영욱 회원은 구상성단의 관측을 재현
하는 이론적 색등급도 모델링을 한 단계 진보시켰고, 정철, 윤석진, 이현철, 박장현, 이영
욱 회원은 외부은하의 구상성단시스템과 조기형 은하의 적분스펙트럼으로부터 항성종족
의 나이와 중원소 함량을 측정하는 YEPS 진화종족합성모델을 구축했다. Y2 아이소크론
에 대한 2001년 논문은 현재까지 500여 회에 이르는 인용 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 학
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국내에서도 구상성단의 항성역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는데, 이형목(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김성수(경희대학교) 회원은 중심핵 함몰
후 구상성단의 역학적 진화에 관한 연구를, 김은혁, 홍종석, 윤일상, 이형목 등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회전하는 구상성단의 역학적 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강환, 이형목 회
원은 구상성단에서의 질량 분리와 조석 꼬리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오갑수, 김영광(충남
대학교) 회원은 조석력 장에서의 구상성단의 역학적 진화에 대해 연구했다. 김성수, 신지

혜(경희대학교) 회원은 우리은하 및 M87 은하에 있는 구상성단계의 역학적 진화를 연구했
는데, 이는 개별 성단 크기의 진화를 구상성단계 차원에서 처음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의 구상성단 연구도 외부은하의 구상성단시스템 연구로
확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관측적 발견은 1996년 서울대학교 이명균, 김은
혁 회원이 가이슬러(Doug Geisler, KPNO)와 공동으로 발표한 NGC 4472 타원은하 구상
성단시스템의 이중 색지수분포현상(Color Bi-modality)이다. 이 연구 이후로 대부분의 거대
타원은하에서 이 현상이 관측된다는 사실이 국제 학계에 속속 보고되었고, 타원은하의 형
성과 관련된 세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2006년 윤석
진, 이석영, 이영욱 회원은 이 현상이 구상성단 내 수평계열성에 의한 색지수-중원소 함량
간의 투영 효과라는 점을 발견하여 『사이언스』에 게재했고, 이 연구는 국제 학계에 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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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 윤석진, 김학섭, 김수영 등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이후 다파장
측광 및 분광 관측 등 꾸준한 후속 연구를 통해 2006년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2007년에는 김상철(한국천문연구원), 이명균 회원 등이 안드로메다은하(M31)에서 구
상성단 113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가시광 영역에서 M31 구상성단시스템의 목록을 완
성했고, 이수창(충남대학교), 손상모, 윤석진, 이영욱 회원 등은 갈렉스(GALEX) 우주망원
경을 사용하여 M31 구상성단시스템의 자외선 관측 자료를 최초로 구축했다. 2010년에는
이명균, 박홍수, 황호성 등이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방랑하는 구상성단으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를 최초로 발견해서 『사이언스』에 게재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국내 대학에서 구상성단 혹은 관련 연구로 2014년 11월 현재까지 박사학위를 받
은 회원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은하 내 구상성단의 측광 관측 분야에서 손영
종(연세대학교, 1994), 이수창(연세대학교, 1999), 임홍서(연세대학교, 2000), 전영범(서울대학교,
2003), 조동환(서울대학교, 2006), 한상일(연세대학교, 2012), 천상현(연세대학교, 2013), 노동구
(연세대학교, 2014) 회원이 있다. 구상성단과 종족 II 항성계의 항성진화 및 종족합성모델

분야에는 박장현(연세대학교, 1995), 이현철(연세대학교, 2001), 윤석진(연세대학교, 2002), 정철
(연세대학교, 2012), 주석주(연세대학교, 2013) 회원이 있다. 구상성단 내 항성역학 분야에는

김은혁(서울대학교, 2003), 이강환(서울대학교, 2003), 신지혜(경희대학교, 2013) 회원이 있고,
외부은하 구상성단시스템의 측광 및 분광 관측 분야에는 김상철(서울대학교, 2005년), 박원
기(서울대학교, 2007년), 황나래(서울대학교, 2008년), 박홍수(서울대학교, 2010년), 강용범(충남
대학교, 2011), 김학섭(연세대학교, 2013), 김수영(연세대학교, 2013), 임성순(서울대학교, 2014)

회원이 있다.
구상성단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가 발행한 문헌으로는 안홍배(부산대학교), 오갑수, 이
명균, 이영욱, 이형목, 천문석 회원이 공동 집필하고 1997년 대우학술총서로 발행된 『구형
항성계의 진화』가 있다. 국내에서 개최된 구상성단 관련 국제학술대회로는 2014년 6월 연
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가 개최한 ‘The Evolution of Stellar Populations in Globular
Clusters & Early-type Galaxie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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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간물질

성간물질 연구는 원자 규모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물리현상으로부터 은하 규모에서 일어
나는 거시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대상에 따라 성간먼지(행성간
먼지)와 성간소광, 확산구름, 암흑성간운, 분자운, 고속도운, 초신성잔해, 행성상성운, 항성

풍, 거품, 초거대거품, 전리수소영역, 성간운, 제트와 방출류, 자기장, 우주선, 별 형성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 방법에 따라 이론과 관측으로도 대별할 수 있다. 관측 연구
는 파장대역에 따라 전파, 서브밀리미터파, 원·중·근적외선, 광학, 자외선, 감마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지난 50년간 이루어진 성간물질 연구는 거의 모든 대상을 감마선
을 제외한 전 파장대역에서 수행해 왔으며, 국제적 수준에 이르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속
속 창출해오고 있다.

•50년간의 활동 지표
다른 천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간물질 연구도 지난 50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 활동의 지표로서 학회에서의 발표 수와 학회지에 발표한 논
문 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천문학회에서 1976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표한 성간물질
분야의 연간 발표 수는 그림 3-4(가)와 같다. 『천문학회보』의 기록을 토대로 했으며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모두 합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1년에 5회 미만이던 발표 수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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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 197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천문학회에서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된 성간물질 분야의 연간 논문 편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나) 196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천문학회지』에 발표된 성간물질의 연간 논문 편수의 변화다.

들어와서 5~15회로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25회 이상으로 뚜렷하게 증가했
다. 지난 39년간의 성간물질 분야 학회 평균 발표 수는 연간 13회이며, 이는 전체 학회 발
표 수의 약 12%를 차지하는 양이다. 그림 3-4(나)는 196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천
문학회지』에 실린 성간물질 분야의 1년간 논문 편수를 보여준다. 지난 47년간 매년 약 1.9
편의 성간물질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전체 논문의 약 20%에 해당한다. 학
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연도에 따른 증가 추세는 학회 발표 수와 비교하면 두드러지지
않은데,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의 대부분을 국내가 아닌 외국 학술지에 발표
했기 때문이다.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대부분 한국천문학회에서 발표되었기 때문
에, 연구 활동의 지표로서 천문학회에서의 발표 수가 더 유용하다.
한국천문학회에서의 발표 수를 기반으로 성간물질 연구의 발달 과정을 구분하자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태동기,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도약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로 나눌 수 있다. 시기별 연구 내용을 대표 회원과 공동 연구자 중심으로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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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간물질 연구의 태동기(~1989년)
『한국천문학회지』에 실린 성간물질 연구의 첫 공식 논문은 고 유경로 회원의 플라이아데
스/페르세이 성단 주변의 중성수소운의 가속에 관한 연구 결과가 1968년 창간호에 실린
것이다. 두 번째는 우종옥, 유경로 회원의 장미성운의 중심별 6개의 유효온도를 측정한 것
으로 1970년에 발간된 제3권에 실려 있다. 초창기의 이 두 논문은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관측 자료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외국 관측 결과의 이론적 분석은 변변한 관측 장
비가 없었던 시기에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구 방법이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성간물질에 관한 연구는 홍승수 회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주된 연구는 성간티끌의 통합모형, 복사장에 노출된 티끌의 온도 요동, 암흑성간운 내부
자기장의 세기와 기체밀도의 분포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는 성간먼지, 암흑성간운, 방출
성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후학 양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대학원생
이던 김동우, 구본철, 권석민, 성현일 회원 등과 더불어 전리수소영역에서의 전파 재결합
선과 연속복사의 전달, 오리온성운 내부의 밀도, 온도, 원소 함량 등의 분포상을 도출했다.
암흑구상체 B361 내부의 성간먼지 크기의 변화, 충격파로 야기된 열적 불안정에 대한 자
기장의 효과, 황도면 황도티끌입자의 분포, 재결합복사가 전리수소영역 내부구조에 미치
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했다.
민영기 회원은 초창기의 전파 관측 연구를 이끌어 H2CO 분자선을 이용한 암흑성간
운의 전파 관측 및 은하의 중성수소 함량에 대해 연구했다. 민영기 회원은 외국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관측 자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과 독
일의 전파 관측시설을 이용해 직접 관측자료를 얻고, 이를 분석하여 성간운의 내부 상태
와 화학조성을 밝히는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 이때가 1970년 초반이었다. 성언창, 천문석
회원은 나선은하 NGC 300에 있는 전리수소영역의 스펙트럼을 관측·분석하여 그 내부
의 물리적 상태와 화학적 조성을 도출했다. 이 연구 역시 외국 시설을 이용해 직접 관측한
자료를 국내에서 분석한 결과다. 관측 분야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1980년대 중반까
지 활발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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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간물질 연구의 도약기(1990~2002년)
한국에서의 성간물질 연구가 도약기에 접어든 것은 강혜성, 구본철, 권석민, 김종수, 류동
수, 민영철, 박용선, 이영웅, 이창원, 이형목, 이희원, 조세형, 최민호, 형식 회원 등의 신진
인력이 대거 등장하는 시점과 같이 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된 연구는 초신성잔해, 성
간화학, 중성 수소운, 성간분자운을 VLA를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전파망원경과 일부 대
형 광학망원경으로 관측하고 그 자료를 국내로 가져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이었
다. 물론 대덕전파망원경도 분자운의 관측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한편 행성간 먼
지나 성간기체역학 분야의 연구는 외국 시설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행성간 먼지에 대한 연구는 홍승수, 권석민, 표정현 회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황도광
의 대칭면에 대한 연구, 고분해능 가시관측으로 본 황도광의 밝기 분포, 편광의 세기 및
방향 분포, 대기광의 천정거리에 따른 세기 변화, 황도 방출광의 전천 분포, 황도 방출광의
스펙트럼에너지 분포 등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이들은 암흑구상체에 대한 IRAS 영상에
서 배경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과, B68의 관측 분자선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구본철 회원은 주로 초신성 잔해 및 전리수소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나이가
많은 초신성 잔해 CTB80을 중성수소의 21cm선으로 관측하고, W44에 있는 고속도 수소
구각을 연구했다. 또한 고밀의 전리수소영역과 별 탄생 영역인 W31을 연속 전파 복사, 전
파 재결합선, 적외선 복사 등으로 관측하여 해당 천체 내부의 물리적 상태를 도출하는 연
구를 수행했다. 구본철 회원은 최승언 회원과 초신성 잔해 CRO42.05.01의 동역학적 진화
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김기태, 이호규 회원과는 물집 모양의 전리수소영역 G5.5~0.24의
전파 관측을 수행했다. 또 그는 김기태, 문대식, 이재준, 이호규 회원과 같이 초신성 잔해
W51 복합체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연구했다.
민영철 회원은 성간화학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분자운의 HOCO+ 함량과 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 오리온 KL 영역에 대한 산소복합분자의 전파간섭계 관측 연구, 박용선
회원과 S140의 분자 함량과 운동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고은위 분자운 MBM 7의 구
조에 대한 연구, 이창원 회원과 Sgr A 분자운 방향의 C3H3선 연구, 민영기 회원과 분자운
S87의 물리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 김현구 회원과 분자운 Sgr B2에 대한 HC3N 관측 연
구, 김효령, 김광태 회원과 고밀도 분자운 W49N의 물리화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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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회원은 성간운 G135+54의 CO 및 원적외선 관측, 은하 바깥쪽의 CO 탐사
연구, 김현구 회원과 은하 1사분면의 기둥 밀도 분포 연구 및 은하면 분자운의 높이 척도
연구, 류옥경, 김효령 회원과 우리은하 내부의 분자운무리 관측 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희원 회원은 강용우, 변용익 회원과 행성상성운 M2-9 및 공생별의 스펙트럼을 관
측하여 숨겨진 HeII 방출선 영역에 대해, 안상현, 천소라 회원과 공생별과 행성상성운 내
공명 이중선의 플럭스 비에 대해 연구했다.
조세형 회원은 박용선, 오병렬 회원과 G34.3+0.2의 밀리미터파 관측, 김광태 회원과
페르세우스 나선팔 주변의 CO 관측, 초신성 잔해 CTB87 주변 거대분자운의 CO 관측,
정현수, 김효령, 노덕규, 김현구 회원과 오리온 KL 영역의 SiO 메이저선 관측 연구를 했
다.
이 밖에도 이창원 회원은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분자운에 대한 HCN 탐사 연구, 오
리온 KL 영역에 대한 2mm 대역의 관측 연구, 별이 없는 분자운핵의 낙하운동에 대한
+
+
CS, N2H , DCO 선 연구를 수행했다. 정재훈, 김현구, 윤태석, 노덕규, 김봉규 회원 등은

KHAV201 성운의 구조, 초거대구각 GS235-02의 원적외선 특성, S301의 CO선 관측, 별
을 형성하는 Sch151-0.9에 대한 CO 연구를 했다. 김현구, 박용선, 홍승수 회원은 비균질
성간운에서의 CO 분자의 여기, 역전된 암모니아 선을 이용한 성운의 속도 추정, 암흑성
운 B361, B34에 대한 CO 관측, B133과 B134의 CO 관측 및 안정성 해석에 대해 연구했
다. 노덕규, 김효령, 김봉규, 민영철 회원 등은 조밀한 전리수소영역 K3-50 주변의 분자운
에 대한 연구를, 이형목, 홍승수, 권석민 회원은 먼지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에 대한 연
구를 수행했다. 최민호 회원은 별생성과 관련된 방출류의 연구에 집중했으며, 형식 회원
은 이우백, 이성재, 손동훈 회원 등과 함께 여러 행성상성운의 기하학적/화학적 구조 및
온도에 대해 연구했다. 이명현, 변용익, 손영종, 천문석 회원 등은 막대나선은하의 구조 및
툴리-피셔 관계에 대해, 전영진, 천문석 회원은 오리온 분자운의 CO 동위원소에 대해 연
구했다.
이 시기에는 성간물질의 역학적 진화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홍승수, 류동수, 김
종수, 이상민 회원은 은하면에서의 파커-진스(Parker-Jeans) 불안정의 선형 및 비선형 진화
에 대해 연구했다. 류동수 회원은 자화된 기체의 3차원 켈빈-헬름홀츠(Kelvin-Helmholtz)
불안정에 대해, 강혜성 회원과 우주선이 가미된 충격파의 불안정에 대해, 김종수 회원과
초음속 난류의 자기유체역학에 대해 연구했다. 김종수 회원은 초신성 폭발에 기인한 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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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난류운동의 통계적 특성을 연구했다.

•성간물질 연구의 성숙기(2003년 이후)
성간물질 연구의 도약기를 이끌었던 회원들의 연구가 성숙해짐과 동시에, 2000년대에 들
어와서 김기태, 김성은, 민경욱, 박수종, 선광일, 이대희, 이정은, 이창원, 정애리, 조정연
회원 등 새로운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한국에서의 성간물질 연구는 성숙기를 맞이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로 제작하여 과학기술위성 1호에 탑재한 원자외선 천문
관측 장비인 FIMS(Far-Ultraviolet Imaging Spectrograph)의 성공적인 활약, 일본 적외선 우
주망원경 AKARI 프로젝트 참여,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의 도
입, Spitzer/Hershel 등 해외 유수 망원경의 사용 등도 이 시기에 성간물질 연구를 강력하
게 이끌어온 원동력이라 하겠다.
FIMS는 L밴드(1350~1750Å)와 S밴드(900~1150Å)의 두 파장대역에 대해 전천의 약
80%를 탐사하여, 우리은하에 존재하는 105~106K의 고온기체에서 방출되는 CIV, OVI 방
출선을 관측했다. 민경욱, 선광일, 유광선, 이대희, 박성준, 박재우, 김일중, 신종호, 조영수,
최연주, 임태호 회원 등이 주축이 된 연구팀은 FIMS 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성간
물질의 물리화학적 상태 및 고온기체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이 연구한 주
요 천체는 돛자리성운, 백조/이리자리 환상성운, G65.3+5.7, RCW 114, 공기펌프자리 성
운과 같은 초신성 잔해들, 오리온-에리다누스자리 성운, 루프 I/북극스퍼, 외뿔소-쌍둥이
자리 고리와 같은 초거대거품, 용자리 성운, 황소-페르세우스-마차부자리 성운복합체, 땅
꾼자리 영역, 독수리자리틈 등의 성간먼지구름, 스피카 전리수소 영역 등으로 매우 다양
하다. 이 밖에도 뜨거운 위상과 따스한 위상이 만나는 지역에 분포한 고온기체의 성질, 성
간먼지에 의한 자외선의 산란을 이용한 먼지구름까지의 거리, 성간먼지의 반사도 등에 대
해서도 연구했다.
구본철 회원은 초신성잔해의 연구를 계속했다. 이재준, 변도영 회원과 초신성잔해와
분자운의 상호작용, 강지현 회원과 중성수소의 금지속도를 이용한 늙은 초신성잔해의 발
견, 이재준 회원과 VLA와 아레시보(Arecibo)를 이용한 21cm선과 연속선 관측, 김성진, 문
대식, 이재준, 이형목, 이호규 회원과 초신성잔해의 적외선 관측, 정일교 회원과 서울전파
천문대(SRAO: Seoul Radio Astronomy Observatory)를 이용한 3C434.1의 관측, 이용현,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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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윤성철 회원과 Cas A의 Fe 매듭에 대한 근적외선 관측 및 인의 발견, 신종호, 이호규,
문대식 회원과 IC 433, HB21에서 충격파로 가열된 H2 분자 관측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
며, 석지연 회원과 대마젤란성운에 위치한 초신성잔해의 목록을 만들었다. 또한, 박금숙
회원과 I-GALFA 탐사를 통한 우리은하 태양계 안쪽에 위치한 기체의 분포에 대한 연구,
김효선, 성환경, 문대식 회원과 W51B 영역의 근적외선 연구, 김현정 회원과 초신성잔해
주변의 젊은 항성체에 대한 근적외선 연구 등을 수행했다.
김성은 회원은 N44 복합체의 CO 방출선 연구, 스피처(Spitzer)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고속도구름 연구 등 대마젤란은하의 성간물질 연구에 집중했다. 또한 김성은 회원은 홍경
수 회원과 전리수소영역 복합체의 21cm 연속복사 관측을, 그리고 권은주, 김용하 회원과
는 중성수소구름 및 먼지핵에 대한 관측 연구를 수행했다.
민영철 회원은 분자운 G173.52+2.45에 내재한 성단에 대한 연구와 무거운 별의 형
성과 천체화학에 대한 연구를 했다. 또 그는 최우열, 김정숙, 이영웅, 박명구 회원과 고밀
도 성간분자운 S152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탐사했다.
박수종 회원은 성운의 적외선 및 편광 관측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이태희 회원과
H2 분자운의 연구를, 최민호, 강원석, 김재영 회원과 30 Doradus 영역의 근적외선 편광
관측을, 이정은, 강원석 회원과 HBC 722의 편광 관측을, 김재영, 정웅섭, 박원기 회원과
별형성 영역 N159/160의 근적외선 관측 연구를 수행했다.
박용선 회원은 윤영주 회원과 성간운 내에서의 복사전달에 대한 연구를, 강지만, 김
창희, 이석호, 이정은 회원과는 근적외선에서 어두운 성간운 및 먼지 덩어리의 물리적 특
성을 CO 관측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영웅 회원은 김현구, 임인성, 정재훈, 김광태, 김봉규, 이창훈, 강현, 김영식 회원 등
과 함께 대덕전파천문대(TRAO: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를 이용하여 은하면의
CO 탐사 관측에 집중했다. 또한, 그는 강미주 회원과 같이 우리은하 외곽 지역에서의 분
자운의 분포를 조사하는 한편, NGC 7023의 다파장 관측을, 그리고 S156 주변의 분자운
에 대한 전파 관측을 수행했다. 이창원, 류옥경 회원은 린즈(Lynds) 694와 695에 대해서
CO 및 먼지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관측 연구를 했다.
이정은 회원은 분자구름의 핵과 극저광도천체(VeLLO)의 물리화학적 상태 및 진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윤희 회원과 TMC-1의 화학적 구조, 김종수 회원과 난류 운
동하는 성간운 핵의 분자선 윤곽, 허혜련 회원과 별 형성 영역 DC303.8-14.2의 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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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하지성, 정웅섭, 김일석, 김정하, 최민호 회원 등과 스피처/아카리(Spitzer/AKARI)를
이용한 원시항성의 물리적 특성, 별 형성 영역 주변의 얼음 관측, L1251C에 있는 원시성
무리 관측, 허셀(Herschel)을 이용한 방출류의 특성, 이석호, 박용선 회원과 원시성 주변의
PDR 모형, 이진희, 이석호 회원과 L1448-MM 분자선의 허셀 원적외선 관측, 심채경, 김
성수 회원과 스피처/아이락(Spitzer/IRAC) 대역에서의 성간소광에 의한 청색화 현상 등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창원 회원은 내부에 별이 없는 분자운핵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권우진, 손정주, 박용선, 이석호, 이형목, 이영웅 회원과 같이 별 없는 분자운핵에 대한
+
HCN, CS, N2H 방출선 및 내부 운동에 대한 연구, 김미량, 김관정 회원과 별없는분자운

핵의 스쿠바(SCUBA) 관측 연구, 굴드대에 있는 극저광도천체 및 관련된 방출류 연구, 하
지성, 정웅섭 회원과 스피처/아카리를 이용한 원시항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했
으며, 김관정, 김종수, 이영웅, 김광태 회원과 적외선에서 어두운 성간운의 목록을 만들었
다.
정애리 회원은 BUDHIES 탐사 은하의 CO 관측 연구를, 김성은, 이범현, 정은정,
한유진 회원 등과 충차압을 겪는 여러 원반은하들의 성간물질 특성에 대한 연구를, 이재
준 회원과 처녀자리은하단 은하의 수소 흡수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민호 회원은 주로 젊은 항성체의 방출류에 대해 연구했다. 박금숙 회원과 오리온
A 분자운에서의 방출류 탐사, 박수종, 표태수, 김종수, 백창현, 강미주 회원과 NGC 1333
IRAS 4A의 방출류 구조 및 제트방출원의 회전, 박수종, 권정미 회원과 HH1, HH2 천체
의 근적외선 편광 관측 및 L1641의 자기장 구조, 뱀자리 SMM1의 원시쌍성계의 전파 관
측, 강미주, 변도영, 이정은 회원과 NGC 2024 방향의 물과 메탄올 메이저 관측, 이정은,
강미주 회원과 원시성 자기 활동의 전파 관측을 수행했다.
전파간섭계 KVN을 사용한 성간물질 연구는 젊은 항성체에 대한 물과 메탄올 메이
저선의 동시 관측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강현우, 김기태, 김창희, 변도영, 배재한, 오충식,
조세형 회원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 밖에도 권석민 회원은 분자운 핵의 내부구조 및 암흑구상체에 대한 CO 관측 연
구를, 송인옥 회원은 행성상성운과 그 주변의 PAH 방출선에 대한 연구를, 형식, 이성
재 회원은 행성상성운의 화학적 조성 및 광학 스펙트럼 연구를, 성환경 회원은 산개성단
NGC 2264 전주계열성의 원시원반에 대한 연구를 했다. 표정현, 홍승수, 권석민 회원은

제3장 연구 활동과 관측 및 연구 기기

133

행성간 먼지구름에 대해, 여아란 회원은 HD135344 주변의 천이원반에 대해, 이상각, 박
근홍 회원은 NGC 6475, IC 2391 방향의 성간소광과 C2391과 NGC 6475 방향의 성간
흡수선에 대해 연구했다. 변용익 회원은 조재상 회원과 W51M 영역의 물 메이저선의 운
동학에 관한 연구를, 이희원 회원은 초신성 잔해 내 공명 이중선의 세기 비에 대한 연구
및 정양찬, 안상현 회원과 함께 행성상성운 IC 5117의 분광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강미주 회원은 분자구름 규모의 별 생성에 대해 연구하여, 이영웅, 최민호, 이정은 회원과
HH 24 원시성의 구조, W51 거대분자구름 및 적외선암흑성원의 별 생성 활동에 대한 연
구 등을 수행했다.
성간물질의 역학적 진화에 대한 이론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홍승수, 서영민,
이상민, 김종수 회원은 은하면에서의 파커-진즈 불안정에 의해 생성된 성간운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수축하는 성간운의 속도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강혜성,
류동수, 김종수, 백창현, 조정연 회원은 원시은하 헤일로의 열적 및 중력 불안정에 대한 연
구,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유체역학적 (비)압축성 난류 운동의 통계적 특성 및
성간운 형성, 비리얼 평형, 패러데이 회전, 우주선의 산란 등에 대한 다양한 수치모의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구본철, 김종수, 조완기 회원은 분자운 가장자리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동력학적 진화에 대해, 강혜성, 조현진 회원은 항성풍 거품 속에서 일어나는 초신성의 다
중 폭발에 대해 연구했다. 곽규진, 성광현 회원은 고속도운의 은하원반 충돌에 대한 암흑
물질의 역할 및 중원소의 섞임에 대해 연구했으며, 김웅태, 김창구, 김용휘, 서우영, 김정
규 회원은 은하 나선팔/막대와 기체의 역학적 상호작용 및 성운 증발면과 이온화 전선의
불안정에 대해 연구했다.
국내에서 천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러 회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성간물
질 분야에서는 김종수 회원이 파커 불안정의 비선형 진화 연구로, 구본철 회원이 생명체
를 구성하는 필수 원소 중 하나인 인의 기원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로 각각 2003년 4월과
2014년 9월에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으며, 강혜성 회원은 천체충격파에서 우주선
가속에 대한 연구로, 김성은 회원은 성간물질 관측 및 특성 연구로 각각 2008년과 2010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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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간물질 연구의 향후 전망
한국천문학회에서의 발표 수로 판단하건대, 2003년 이후 성숙기의 성간물질 연구는 1990
년 이전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최고 수준의
외국 학술지에 실린다는 것은 연구의 질이 국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약 30년이
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비약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보
다도 고급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적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 회원을 제외한 주 연구자
들의 수는 태동기에 2명, 성숙기에 약 25명 정도이니 양적인 성장은 인적 자원의 증가와
도 잘 들어맞는다. 국내의 박사급 천문학자가 현재 약 200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체 발표 수에 대한 성간물질 분야 발표 수의 비율과도 일치한다. 접근 가능한 국내・외 관
측 장비의 증가는 인적 자원 확대의 원인이었을 것이며, 동시에 연구의 질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연구의 질적 수준이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양질
의 연구가 꾸준히 창출되리라 예상한다.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성간물질 연구에서 또 다
른 10배의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적 성장은 인적 자원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천문학회
장기발전연구회가 2013년 펴낸 『한국 천문학의 새로운 도약: 2013~2022 발전 계획』을 보
면, 현재 국내 천문학자의 수가 인구 대비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발전연구
회는 국내 천문학자의 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
다. 이러한 예상이 실현된다면, 30년 후 국내 성간물질 연구자의 수도 현재의 2~3배 정도
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0배의 성장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2~3배의 성장은 가능할 것
이라고 추정된다. 물론 늘어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소,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관
측 시설 및 관측 시간도 비례해서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관측 장치인
KVN, 적외선 고분산분광기(IGRINS: Immersion GRating INfrared Spectrograph)의 본격 활용,
TRAO 14m 전파망원경에 멀티빔 수신장치의 설치, 아타카마 거대 밀리미터/서브밀리미
터 배열(ALMA: The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및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망원경(JCMT: James Clerk Maxwell Telescope) 팀에의 참여 등은 성간물질 연구의 중흥을 위
한 확실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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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은하

1925년 허블이 외부은하를 발견하면서 촉발된 외부은하 연구가 현대 천문학 연구의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국내의 외부은하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20세기까지는 그다지 활발하
지 못했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연구자 수가 급격히 늘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한국
천문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부은하 연구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2000년 이전의 외부은하 연구는 연구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으로,
2000년 이후는 연구 분야 중심으로 기술한다.

•2000년 이전
1965년 한국천문학회가 설립되고 이어서 1968년에 『한국천문학회지』도 창간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외부은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천문학회 학술대회에서 외
부은하 연구가 발표되었거나 학회지에 게재된 기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분야 연
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은하와 관련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가 하나 있었다. 1980년 한국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전기재의 “An Extension of Newton’s Equation of Motion: QSO≡Black
Hole”(『한국천문학회보』 5권)인데 제목만으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당시까지
만 해도 QSO가 우리은하 바깥의 천체인지 우리은하에 속한 천체인지 논란 중이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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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발표한 QSO의 적색이동을 일으킨 블랙홀 연구가 외부은하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인
지 단정할 수 없다.
1981년은 국내 외부은하 연구의 신기원이 세워진 해다. 무엇보다도 『한국천문학회
지』에 최초로 외부은하의 연구 논문이 게재됐을 뿐 아니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시우 회
원의 “Chemical Evolution of Galaxies”에 대한 초청 강연이 있었고, 천문석 회원의 “The
Structure of Barred Spiral Galaxies; NGC 1313 and NGC 1365”, 안홍배 회원의 “A
Surface Photometry of Nearby Galaxies: M106, M31 and M33”, 홍정호와 천문석 회원
의 “Correlation between the Holmberg’s and de Vaucouleurs’ Radii of Spiral Galaxies”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안홍배 회원의 연구는 1981년 『한국천문학회지』 14권에 실렸
고, 천문석 회원의 발표 내용은 1982년 『한국천문학회지』 15권에 실렸다. 『한국천문학회
지』에 실린 최초의 외부은하 연구인 “A Surface Photometry of Nearby Galaxies: M106,
M31, and M33”은 안홍배 회원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79년부터 1980년
까지 2년에 걸쳐 소백산 천문대에서 61cm 반사망원경에 서울대학교의 UBV 광전측광시
스템을 부착하여 관측한 M31, M33, M16의 광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다. 이 논문은 국내
에서 이뤄진 외부은하 연구 결과가 『한국천문학회지』에 게재된 첫 번째 예일 뿐만 아니라
소백산 천문대가 1978년 9월에 완공되어 그 시설을 이용한 관측에서 처음 도출된 논문이
기도 하다.
안홍배 회원은 M31 등 은하의 광도 분포를 표류 스캔 방식으로 측정했다. 이때 사
용된 DC 앰프의 출력 기록 장치는, 광자계수기로서 컴퓨터로 제어되고 결과가 디지털 자
료로 저장되어 스트립 차트 방식보다 자료 처리가 편리하고 얻어진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역시 월등하게 높았다. 그 당시로는 첨단인 이러한 관측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서
울대학교에서 광전측광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 분야 전문가인 미국 인디애나 대학 벅헤드
(M. Burkhead)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벅헤드는 측광계의 도입에 관한 자

문에 응할 뿐만 아니라 이형목 회원 등에게 광전측광시스템의 사용법, 특히 광자계수기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서울대학교에 측광을 통한 관측 연구가 튼실
한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다.
1982년에는 강용희, 이용복, 민영기, 오병렬, 김갑성, 홍정호 회원이 소백산천문대가
보유한 광전측광시스템으로 M31, M81, NGC 2403 등의 표면측광을 수행한 관측 결과
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그 중 일부 내용이 “Surface Photometry of Spiral Ga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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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M31 and M81”라는 제목으로 『국립천문대 연구논문집』 5권에 실려 있다. 이처럼 소
백산 천문대가 건설된 초기에는 외부은하 관측이 시도되었으나 망원경 구경의 한계 때문
에, 1996년 보현산 천문대에 구경 1.8미터 반사망원경이 도입될 때까지 국내의 시설로 은
하를 관측한 연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의 관측 장비를 이용한 외부은하 연구는 1990년대 말이나 돼서야 가능해졌다.
그러나 1982년 이후 2000년까지 외국 장비를 이용해 관측하거나 외국의 관측 자료를 분
석하는 식의 외부은하 연구는 천문석 회원과 안홍배 회원에 의해 꾸준히 이뤄졌다. 천
문석 회원은 1982년 『한국천문학회지』 15권에 “The Structure of Barred Spiral Galaxies
NGC 1313 and NGC 1365”라는 논문을 싣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
히 외부은하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한국천문학회지』에 발표했다. 천문석 교수는 1980년대
홍정호, 김석환, 박경석, 이유미, 나경선, 손영종, 이명현, 변용익 등 많은 학생을 지도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학계에서 멀어지거나 연구 분야를 바꾸긴 했지만 대부분이 여전
히 외부은하를 연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외부은하 연
구가 뿌리를 내리는 데 천문석 교수가 기여한 공이 크다. 그는 영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
로 있던 시기에 페이젤(B. E. J. Pagel) 등과 함께 NGC 300과 NGC 1365에 있는 HII 영
역을 분광 관측하여 HII 영역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논문을 『영국왕립천문학회월간보고
(MNRA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했다. 천문석 회원이 국내 천

문학자로서는 외부은하에 대한 연구 업적을 외국 천문학계에 알린 최초의 한국 천문학자
라 하겠다. 안홍배 회원은 동경대학 키소천문대의 슈미트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의 표면측
광 관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1986년과 1987년에 39개 막대은하의 표면측광 결과를
『한국천문학회지』 19권과 20권에 발표했다.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들에 의한 연구가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광태 회원은 은하단의 전파관측 분야에서, 이명균 회원은 외부은하의 광학
관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형목 회원은 주로 성간티끌과 구상성단에 대
한 연구를 했지만 은하 중심부 블랙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여 우리나라 외부은하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특히, 김광태 회원은 1986년 미국 그린뱅크에서 열린 ‘은하단 내에서 전파
연속선 과정(Radio continuum processes in clusters of galaxies)’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The
radio halo and magnetic field in the Coma cluster of galaxies”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코마은하단의 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미국천문학회지』와 『한국천문학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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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989년에는 『네이처(Nature)』에 코마 은하단의 자기장 검출 결
과를 게재하여 은하단의 자기장 연구 분야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명균 회원은 활동은하의 X-선 연구, M31 등 가까이 있는 은하의 HII 영역, M31
의 항성 측광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특히 근거리 은하의 별에 대한 다색 측광으로
부터 색-등급도를 얻고 이로부터 은하의 별 탄생 역사에 대한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1993년 색-등급도 상에서 적색거성 첨단의 밝기를 표
준 광원으로 이용하여 외부은하들의 거리를 구하는 TRGB(Tip of the red-giant branch) 방
법을 개발함으로써 외부은하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 해외에서 활동한 회원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동우 회원이다. 김동우 박사는 타원은하의 티끌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타원은하의 HI에 대한 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고 은하의 X-ray 목록을
만드는 등 X-선 대역에서의 은하단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1992년 귀국 후 충남대학교에
부임하여 국내 천문학 발전에 일조를 했으나 부득이 다시 미국의 Center for Astrophysics
로 옮겨 현재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외부은하 연구에 합류했다. 우선 손영종 회원과 변
용익 회원이 천문석 교수의 지도로 은하의 표면측광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천문학회지』
24권에 그 결과를 게재한 이래 지금까지 외부은하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
다. 손영종 회원은 외부은하의 초거성 연구를 주로 했으며 변용익 회원은 해외 활동 중에
나선은하의 티끌 분포와 타원은하 중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석영 회원이 항성진화모형을 타원은하 연구에
적용하여 타원은하의 자외선 특성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이영욱 회원 등과
함께 타원은하의 나이 측정 등 외부은하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외국에서 수행된 외부은
하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가 임명신 회원에 의해서 이뤄졌다. 임명신 회원
은 1990년대 중반 은하의 진화 모형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멀리 있는 외부은하의 관측
및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우주론적 상수(Λ)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중력렌즈
를 이용하여 우주론적 상수값이 Λ=0.64+0.15-0.26라는 결과를 초신성 연구 그룹보다 1년
앞서 얻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명균 회원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가까운 은하의 항성 종족 특성, 별 생성률 등의
연구로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1994년 귀국 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김은혁 등 학
생들과 외부은하의 구성성단 연구를 수행했다. 이때 거대타원은하에 있는 구상성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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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색분포를 발표하여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천문석 회원은 송성민, 나경석, 이명현, 문홍구, 성언창 등 제자들과 함께 외부은하
연구를 이어갔다. 특히, 성언창 회원은 청색 왜소은하의 측광 및 분광 관측을 수행하여 왜
소은하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1990년대 외부은하 분야 연구에 합류한 연구자 중에는 전북대학교 김철희
회원이 있는데, 그는 대물 프리즘을 이용하여 방출선을 내는 은하를 주로 관측했다. 안홍
배 회원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외국의 관측 장비를 이용해 은하의 표면측광 관측 연구
를 수행하는 동시에 은하역학에 대한 수치모형 계산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보현
산천문대의 1.8m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의 표면측광 관측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등, 자신
이 1980년대 초에 문을 열어놓은 외부은하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2000년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구 인력, 시설 및 관측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외부은하 연
구가 매우 활발해진다. 연구 인력 면에서는 국내에서 외부은하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
하는 회원이 속속 배출되고 외국에서도 외부은하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 인력이 국내로 들
어와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관측 시설 및 환경면에서도 연구 여건이 획기
적으로 좋아졌다. 첫째,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거대마젤란 망원경 과제에 한
국천문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됐고, CFHT, UKIRT, MMT,
Gemini, 마젤란 등의 망원경과 우즈베키스탄의 마이다낙(Maidanak)천문대를 포함한 외국
천문대의 중대형 망원경의 관측 시간을 일부 확보했다. 둘째, 국제 자외선 및 적외선 우주
망원경 과제[GALEX(우리나라 연구책임자 이영욱 회원), AKARI(우리나라 연구책임자 이형목 회
원)]에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2013년에는 ALMA 과제에도 우리나

라가 참여한다. 셋째, 큰 탐사 과제인 SDSS(Sloan Digital Sky Survey: 우리나라 연구책임자 박
창범 회원)에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넷째, 기존에 여러

천문대 및 우주망원경 과제에서 얻은 관측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특히, 1990년에 발사된
허블우주망원경(HST)의 관측 자료는 국내에서도 외부은하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외부은하 연구의 폭이 매우 넓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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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하의 항성종족과 은하의 형성

다파장 관측을 통해 가까운 은하에서 다양한 항성종족과 성간물질의 특성을 밝히고 이로
부터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이뤄졌다. 항성종족은 개개의 별로 분해
되는 항성종족 연구와 총합 측광 및 분광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은하에서는 낱별
연구와 성단 연구가 이뤄졌다. 성간물질은 전리수소 영역, 초신성 잔해, 성간먼지, 중성수
소운, 분자운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SDSS 관측 자료를 이용한 은하의 형태 분류와 통
계적 특성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영욱, 이석영, 손영종, 변용익, 윤석진, 이명균, 박창범,
안홍배, 김성수, 이수창, 김상철, 김성은, 황나래, 이준협, 박명구, 최윤영, 정현진, 성언창, 김상철, 박원
기, 김은혁, 정애리, 경재만, 신은경, 정현진, 김수영 등).

은하의 구조와 역학

만기형 은하와 조기형 은하의 구조와 역학을 조사하고, 나선 은하의 막대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은하의 구조와 역학, 별 형성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조
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조기형 은하의 헤일로 구조를 밝히는 연구도 이뤄졌다(김웅태,
김성수, 안홍배, 박명구, 이명균, 이석영, 김태현 회원 등).

은하단과 거대구조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거대 천체의 구조와 동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은
하의 구조와 진화 및 별 형성에 미치는 환경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은하단의
X선 방출원, 뜨거운 은하 간 기체도 국내 연구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은하단에 있는 은하
간 구상성단(intracluster globular clusters)과 극히 흐린 은하(ultra faint galaxy)의 탐사, 처녀자
리 은하단의 은하 목록 개선, 은하군의 위성은하 탐사 등의 연구가 안홍배, 이명균, 김동
우, 이석영, 박창범, 이수창, 이정훈, 김은혁, 황호성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활동 은하, 중력렌즈, 감마선 폭발체

중력렌즈 퀘이사를 연구하는 국제공동과제에 참여하여, 국내 대학의 소형 망원경과 소백
산천문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으로 관측을 수행하고 이를 세계 여러 나라의 관측 자료
와 함께 분석하여 퀘이사의 시간 지연을 측정하는 연구 활동이 벌어졌다. 중력렌즈의 통
계적 특성을 조사하고 우주론 모형을 검증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매우 무거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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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홀의 질량과 모은하의 관계, 활동 은하핵의 변광 및 편광 특성, 전파 은하에서의 별의
형성, 퀘이사의 정체를 조사하는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적외선 초과 은하(Ultra
Infrared Luminous Galaxies)의 기원을 밝힌다든가, 감마선 폭발체를 광학 및 적외선으로 추

적하는 등의 연구가 임명신, 우종학, 트리피(Sascha Trippe), 장경애, 이명균, 이종철, 박명
구, 김철희, 형식, 손동훈, 최철성, 이상성 회원 등에 의해서 폭넓게 수행되었다.

먼 은하와 고적색이동천체

먼 우주에 있는 정상 은하와 활동 은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KARI 관측과 여러
파장 대역에서의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NEP 영역에 있는 은하들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멀리 있는 매우 무거운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여 블랙홀의 형성과
진화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 우주에서 원시 은하단을 찾아내고 있다(임명신, 이
명균, 이준협, 이형목, 김민선, 김성준 회원 등).

은하의 형성 모의실험

수치모의실험을 통해 거대구조의 진화와 함께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은하의 충돌과 병합을 통해 은하군에서 은하가 진화하는 과정을 수치모의
실험으로 추적했다(이석영, 박창범, 김주한, 김성수, 이재한, 황정선 등).

관측우주론

TRGB 방법을 이용해 가까운 은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Ia형 초신성의 광
도 표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허블 상수의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이크로파 우
주 배경 복사와 근적외선 배경 복사 연구가 이명균, 박창범, 박찬경, 이형목, 임명신, 마쓰
모토(T. Mastumoto), 서현종 회원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난 50년간 외부은하에서 새로운 천체를 국내 천문학자가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
으나 최근에 이뤄진 관측 여건의 향상과 함께 이제는 가능해졌다. 국내 천문학자만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2010년에는 SDSS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구상성단
으로 이뤄진 거대 구조를 발견했고, 2014년에는 HST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처녀자리 은
하단의 중심부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극히 흐린 은하를 발견했다. 이러한 은하는 우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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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만들어진 후보의 화석일 가능성이 높은 은하인데 그동안 국부은하군에서만 발견되
었었다. 그러나 국부은하군 바깥에서는 이것이 처음 발견이다. 이런 성과의 도출이 앞으
로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설치 중인 KMTNet(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이 2015년부터 본격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가까운 은하에 있는 초신성의 초기 진화 연구, 왜소은하 탐사 연
구, 거대 은하의 헤일로 구조 연구, 마젤란은하의 항성종족 연구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
와 함께 ALMA, JCMT, Gemini 등을 이용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외부 은하에 대한 연
구가 더욱 많이 수행될 것이다. 2020년경 GMT(Giant Magellan Telescope)가 완성되면 국내
의 외부은하 연구는 그 지평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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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분야의 연구는 초기 우주의 급팽창 현상과 원시밀도 요동의 생성,
우주배경복사 온도 및 편광 요동, 재이온화시기 및 고적색이동시기의 천체 및 우주의 진
화, 우주거대구조와 은하군집 현상 등의 주제를 아우른다. 우리나라에서 우주론과 우주거
대구조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은 20여 년에 불과하다. 그것도 연구 인력
과 지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은 불과 지난 10년 정도다. 따라서 천문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 분야는 가장 일천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분야의 역사를 1990년을 전후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시기를 다시
나누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소장 학자들의 연구가 그 전대의 연구자와 많이 중
첩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분하지 않았다. 훗날 이 분야의 역사가 더 풍부해지고 정
확하게 기술되기를 기대한다.

•1990년 이전 시기
1990년대 이전에는 국내에 우주론 분야의 연구자가 극소수였고, 국내 우주론 분야 논문의
상당수가 『천문학논총』에 한글로 실렸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학계 파급 효과와 교류가 미
미했다.
우리나라에서 거시적 우주와 그에 대한 우주모형을 최초로 인식하고 소개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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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도 과학자가 아닌 시인 이상이었다. 그가 1931년에 발표한 시에는 상대론과 함께
팽창하는 우주가 등장하는데 이는 허블(Edwin Hubble)의 법칙 발견과 르메이터(G. Lemaitre)에 의한 빅뱅모형이 제시된 지 불과 2년 뒤의 일이었다. 국내 학계에서 우주론이 학술

적으로 연구되고 천문학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계기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민호기 교수가 부임하고부터다. 그는 1976년에 중력장이 에너지-운동량텐서에 의한 메
트릭(metric)과 스핀밀도텐서에 의한 토션(torsion)으로 기술되는 아인슈타인-카르탄 이론
(Einstein-Cartan theory)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GÖdel 우주모형을 연구한 논문을 『한국천문

학회지』에 발표했다. 또 1990년까지 급팽창 시기 밀도 요동의 생성, 혼돈 급팽창이론, ‘무
로부터의 우주 생성’ 이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민호기 교수는 천문학과와의 긴밀
한 교류를 통해 천문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우주론에 대한 눈을 뜨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현정준 교수에 의한 우주론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1985년에 단열 및 등온 은하생성이론을 관측 자료에 입각해서 비교한 리뷰논문을,
1987년에는 민호기, 이상각 교수와 함께 우주 초기의 비균질 우주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다우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을 『천문학논총』에 발표했다. 또한 1991년에는 조정연 교
수와 함께 Linde의 혼돈 급팽창장과 대통일 이론의 힉스(Higgs)장을 사용해 급팽창 직후
원시 블랙홀이 생성되는 기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정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의
대학원 커리큘럼에 우주론을 도입하여 교육과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훗날 이 분야에 많은
학자들이 국내에 배출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1980년대에 현정준 교수로부터 우주론 교육
을 받고 현재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박창범, 황재찬, 노혜림, 조정연 등이다.
양종만 교수는 1973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새
로 부임한 윤홍식 교수 지도하에 태양대기의 자기장 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1975년
물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미국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1~1985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
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했다. 유학
시절 슈람(D. N. Schramm) 교수와 앤더스(E. Anders) 교수의 지도하에 태양계의 기원 연구
를 위한 운석 관련 실험 논문과 빅뱅 핵합성 이론 논문을 발표했다. 1979년 빅뱅 핵합성
계산을 통해 초기 우주의 원소분포 관측을 만족하는 뉴트리노의 종류가 세 가지 이외에
추가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 물질(baryon)의 밀도는 임계밀도의 0.1배 이하라는 것, 중력
상수는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음을 밝혀냈다(1979년). 이 논문은 우주론 연구가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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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의 핵심적인 현상을 결정지어줄 수 있음을 보였고, 그 후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논할
때 항상 참조되는 우주론 분야의 주요 연구 결과다.
또한, 양종만 교수는 빅뱅 핵합성 결과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보다 적지 않
음을 밝혔고(1980년), 중성자 반감기 측정 오차를 고려하고 무거운 뉴트리노와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우주에서의 빅뱅 핵합성의 해석(1981년), 그리고 새롭게 측정된 주요 핵반응률을
반영하고 헬륨 4 합성 이전의 중수소와 헬륨 3에 대한 재해석을 하여 빅뱅 핵합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우주론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984년).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의 물질에 의한 밀도계수는 0.19보다 클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천체물리와 천
문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의 하나였다. 이후 양종만 교수는 운석 안정동위
원소, mm 전파원, 중성자별, 퀘이사, 우주선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시기에는 천문학계에 우주론 분야 연구자들을 결집할 만한 인력과
구심점이 적어서 몇몇 학자들의 개인적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이탈리아 로마대학의 러피니(R. Ruffini) 교수가 한국-이탈
리아 학술교류를 제안함에 따라 시작된 한·이 상대론적 천체물리학 심포지엄이다. 1987
년 9월 한양대학교에서 제1회 한·이 학회가 개최되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학회를 통
해 우주론 분야의 학자들도 정기적 모임을 갖고 국내・외 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이 학회는 1995년 물리학회 내에 천체물리분과가 발족되는 동기가 되기
도 했다.

•1990년대와 이후 시기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우주론 및 우주거대구조 분야의 연구 활동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부은하천문학 및 우주론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 학회는 1992년 3월 5일에 개최된 현정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은하와 우주’ 국제학
술회의였다. 동경대학 운노(W. Unno)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오스트라이커(J. P. Ostriker)
교수가 초청 강연을 했고, 국내・외 소장학자 8명이 발표를 했다. 이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과가 주최한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였으며, 그 뒤로 국내 학계가 대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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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우주론 분야에서 1세대의 퇴진과 함께 2세대가 천문학계의
주역으로서 대거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에서 유학 중이던 우
주론 학자들의 귀국이 이어졌다. 1990년 박명구 교수가 경북대학교에, 1992년 2월 박창범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이듬해인 1993년 3월 이영욱 교수가 연세대학교에, 9월 이명균 교
수가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고 라대일 교수, 황재찬 교수와 노혜림 박사가 천문연구원에
부임한 것이다. 이들 2세대들이 국내에 합류함에 따라 우주론을 정식으로 전공한 학자들
이 우리나라 천문학 관련 기관에서 후진 교육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분야 역사의
본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때의 변화를 한 가지 더 든다면 연구 여건의 변화다. 그것은 1992년 3
월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연구실과 전산실 내에 워크스테이션 8대를 배치하고 이들
모두에 인터넷을 연결한 사건이다. 또한 국내 다른 천문기관들에도 전산장비와 인터넷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학계는 학문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국내・외 학문
동향에 따른 공동 연구 수행, 컴퓨터 계산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
건은 비단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에는 astro-ph
preprint의 상당수가 이 분야의 논문들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지대했다.
이제부터 1990년대에 국내에서 우주론 및 우주거대구조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학자
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연구 업적을 기술하고자 한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경우는 귀
국 연도를, 국내 학위자의 경우 박사학위 순서를 따랐다. 먼저 대부분의 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보다 조금 먼저 귀국한 학자로서 박명구 교수를 들 수 있다. 박명구 교
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프린스턴 대학 천체물리과학과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연
구원을 지내다 1990년 5월 귀국하여 경북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부임했다. 유학 중 고트
(Richard J. Gott III) 교수와 함께 우주상수가 있는 우주에서 퀘이사가 중력렌즈될 확률과

렌즈되었을 경우 상들 사이의 각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관측된 중력렌즈 퀘이사와 비교하
여 우주상수 값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다. 이 연구는 이후 서울대 이형목 교수의 관련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1989년에 발표되었는데 우주상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던 당시 학계
에서 우주상수를 고려한 드문 연구 중 하나가 되었다.
박창범 교수는 1983년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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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물리과학과에서 고트 교수의 지도하에 “우주거대구조의 중력적 성장”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했다. 그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 물리학과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를 거쳐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로 활동 중이다.
박창범 교수는 우주배경복사 온도 요동의 토폴로지 연구를 통해 초기 우주 밀도 요
동의 비가우시안 통계를 측정함으로써 급팽창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했다. 1990년의 논
문에서는 처음으로 민코프스키 펑셔널(Minkowski Functional)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우
주배경복사 온도 요동의 성질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COBE와 WMAP, 플랑
크(Planck)의 온도요동지도 분석에 사용되었고, 편광요동 예측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로 전북대학교 박찬경 교수가 배출되었고, 인도의 칭앙밤(P. Chingangbam) 박사가 지도를 받았다.

또한, 박창범 교수는 우주론적 수치모의실험을 위한 N-체 코드를 1989년에 개발하
여 우주 모형들을 관측된 우주와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우주론적 N-체 시
뮬레이션 코드는 당시 세계에서 몇 그룹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우주거대구조 생성 수치모
의실험 분야의 연구로 고등과학원 김주한 전임연구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다(2003년). 박
창범 교수는 1991년 임의의 탐사 공간 안에서 관측된 은하들의 공간분포로부터 은하밀도
요동 파우어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SSRS 자료와 CfA2 자료에 적용
한 논문을 발표했다(1992년). 은하 적색이동 자료로부터 파우어스펙트럼을 최초로 계산한
이 연구는 당시 표준 우주모형이었던 차가운 암흑물질모형(SCDM)을 폐기하게 된 결정적
인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은하분포 파우어스펙트럼은 우주모형 검증과 BAO(Baryonic
Acoustic Oscillation) 측정을 통한 우주팽창 역사 복원 등을 위해 측정되어야 할 우주론 분

야의 핵심 관측량이 되었다. 박창범 교수는 거대 규모에서 초기 우주 밀도 요동의 성질을
복원하여 급팽창의 핵심 예측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토폴로지 연구도 수행해 왔다. 은
하공간분포의 토폴로지 분석은 SDSS(Sloan Digital Sky Survey) 탐사 자료에 꾸준히 적용되
어 왔고, 향후 SDSS-IV와 MS-DESI 탐사 자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분야는 경희대
학교 최윤영 교수와 세종대학교 로시(G. Rossi) 교수가 연구지도를 받았다. 한편, 박창범
교수는 우주저밀도지역(거대공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들이 초기 우주의 밀도장의 통
계적 성질을 고밀도 지역보다 더 잘 보전하고 있음을 보였다(1998년).
박창범 교수는 2004년 한국과학자 그룹(KSG)을 결성하여 SDSS에 한국을 참여시켰
고, 그 후 SDSS-III와 SDSS-IV에 가입했다. 2014년에는 차세대 암흑에너지 연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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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S-DESI에 참여했다. 또한, 2013년부터 한국암흑에너지탐사사업(Korea Dark Energy
Survey)을 개시했다. SDSS의 자료를 통한 연구는 국내 우주론 및 외부은하천문학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박창범 교수는 2004년부터 KIAS Workshop on Cosmology and Structure Formation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 10주년을 맞은 이 학회
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우주론 및 외부은하천문학 학회로 성장했다. 현재 우주탐사연구회
(Survey Science Group) 워크숍 등 국내 학술대회와 평창 천체물리 여름학교를 개최하고 있

다.
이영욱 교수는 1989년 8월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
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허블 펠로우십을 받고 다시 예일 대학으로 갔다가 1993년 3월 연
세대학교로 귀국했다. 이영욱 교수는 초신성의 보정된 광도(혹은 Hubble residual)와 호스트
은하를 이루는 항성종족의 평균 나이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초신성 광도의 진화 효
과의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우주가속팽창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Ia형 초신성을 이용한
먼 은하의 거리 측정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허블도(Hubble Diagram), 즉 은하의 거리와 적
색이동 그림의 해석에서 나온다. 이 방법의 핵심 가정은, 광도곡선에 따라 보정된 초신성
의 절대광도가 적색이동 혹은 은하 내 항성종족의 나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의 자료는 이 가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의 향상된 관측 자료는 Ia형 초
신성의 광도가 호스트은하의 성질에 따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주로 구상성단과 타원은하의 항성 및 항성종족의 진화를 연구해온 이영욱
교수는 강이정, 김영로, 정철 회원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이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
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칠레 LCO(Las Companas Observatory)의 구경 2.5m 망원
경과 미국 애리조나의 6.5m MMT 망원경을 이용해 가까운 조기형 호스트은하들의 분광
관측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초신성 우주론에서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인 광도
진화효과를 직접 검증함으로써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균 교수는 1990년 “마젤란은하의 성단과 전리수소영역 연구” 주제로 워싱턴 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카네기 연구소 연구원을 지내다가 1993년 가을에 서울대
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명균 교수는 우주의 공간팽창률인 허블 상수를 측정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허블 상수 측정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다. 최근
에는 우주배경복사, 중력렌즈의 시간 지연, 바리온 음파 진동의 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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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서 허블 상수 측정값의 분포가 이분화되고 있다. 한편 TRGB(The tip of the red giant
branch) 방법, 즉 적색거성최대밝기 방법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세페이드 방법의 단점이

없고, 이를 이용한 은하의 거리 측정 정밀도가 매우 높으므로 허블상수 측정 개선에 매우
유망하다. 이명균 교수는 TRGB 방법을 사용해 제Ia형 초신성의 최대 광도 표준화를 개
선함으로써(1993, 1996, 1997년), 허블 상수를 측정오차 3퍼센트 이하 내로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2012, 2013년).
황재찬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미국 오스틴(Austin)
소재 텍사스 대학 천문학과에서 우주구조의 상대론적 선형진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
를 받았다. 우주구조의 상대론적 건드림 방법을 우주진화의 여러 단계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와, 특히 관찰 가능한 우주에서 상대론적 효과를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아인슈
타인 중력에서 우주론적 비선형 효과가 우주구조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
해 첫째, 완전히 상대론적이지만 약한 비선형성을 가정한 상대론적 비선형 건드림 방법
과, 둘째, 완전히 비선형적이지만 약한 상대론적 효과를 가정한 우주론적 포스트-뉴턴 전
개방법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노혜림 박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했고, “원시성 행성원반에서 중
력불안정에 관한 연구”로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에 천
문연구원에 들어온 이후로 현재까지 우주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 연구 주제는 우
주거대구조의 형성과 진화, 초기 우주 가속팽창,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우주배경복사이
며 주로 이론적 연구를 하고 있다. 비등방 우주모형에서 중력불안정에 대한 연구(1997
년), 우주배경복사와 우주거대구조 형성/진화에 관한 연구(2000~2003, 2006~2009년), 구

조 형성 이론으로 본 암흑에너지 탐색(2003~2006년), 암흑에너지와 일반화된 중력론 연구
(2009~2012년), 우주거대구조의 상대론적 진화 연구(2012년~현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 라대일 교수는 1981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미국 펜실베
이니아 대학에서 스타인하르트(Paul J. Steinhardt) 교수의 지도 아래 ‘확장된 급팽창 이론’
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버클리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세종대학교 교수
로 부임했다. 1989년 발표한 이 ‘확장된 급팽창 이론’은 중력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정된 중력 이론을 사용하여 기존 급팽창 가설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 이론으로서,
‘최초의 급팽창 이론’ 이후에 나온 ‘새 급팽창 이론’, ‘혼돈 급팽창 이론’ 등을 개선한 새
로운 이론이었다. 또 이 확장된 급팽창 이론에서 우주거대공동의 자연스러운 출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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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991년)와 예상되는 배경 중력파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995년). 라
대일 교수는 박창범 교수와 함께 원시자기장의 생성 기원으로서 원시 블랙홀을 제안하기
도 했다(1996년).
이인수 교수는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에서 비슈니악(Ethan T. Vishniac) 교수
의 지도 아래 혼돈 급팽창이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연구원을 거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고등과학원으로
이직했다. 이인수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라얀(R. Narayan) 교수와 함께 옹근천체(compact objects)에서 발견되는 강착원반형성 모형 중 하나인 이류지배강착(advection dominated
accretion)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1994~1996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옮긴 후에는 활

동은하핵, 감마선 천체, 펄사 등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다양한 옹근천체를 연구했고 귀국
후(1999~2002년)에도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임명신 교수는 1990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에 미국 존스 홉
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1996~1998년 STSci(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에서, 1998~2001년 UC Santa Cruz의 릭(Lick) 천문대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또 2001~2003년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SSC(Spitzer Science Center)에서 재직하다가 2003년 가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천문전공에 부임했

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허블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은하진화와 우주모형 검증에 대한 연
구였다. 이는 허블망원경의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해 중력렌즈에 의해 굴절된 배경은
하의 굴절각도와 타원은하의 수밀도 변화로부터 우주의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연구였다.
초신성을 이용해 우주상수 내지 암흑에너지의 필요성을 발견한 연구에 한발 앞서 우주상
수에 의한 밀도계수의 값이 0.64+0.15-0.26라는 결론을 도출했다(1996, 1997년). 그 후로
도 타원은하의 수밀도 변화(1996, 2002년), 심현진 교수의 박사 논문 주제였던 고적색이동
은하의 별 형성률 연구(2007년), 강유진 박사를 배출한 원시은하단 연구(2009, 2015년), 이
인덕, 김민진 박사의 학위 논문 주제였던 활동은하와 거대 블랙홀 연구, 감마선 폭발천체
연구(2011년), 고종완 박사의 학위 논문 주제였던 적외선을 이용한 타원은하진화와 환경의
영향 연구, 전현성 박사를 배출한 퀘이사 진화 연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 모형과 은하
형성모형을 검증하는 관측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는 1993년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캔자스 대
학에서 “우주 비선형 구조의 질량 함수”에 대한 연구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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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앙천문연구소, 동경대학, 고등과학원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후 2005년부터 서울대
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주거대구조의 특성을 해석적으로 모
델링하여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과 중력 법칙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선은하의 정렬정도를 측정하여 우주 암흑 물질 분포를 재구축하는 방법
개발(2000~2002년), 은하단 내 가스 분포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은하단의 암흑 물질 분포
를 재구축하는 연구(2003~2004년), 노유경 석사를 배출했던 은하들의 2차원적 평면 구조
물을 이용해 우주 속도장의 성질을 규명하는 연구(2005년), 우주 공동의 기하 구조를 이용
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을 제한하는 방법 개발(2007~2009년), 총알은하단의 관측 성
질을 분석해 표준우주론 모의실험의 한계를 제시한 연구(2010년), 그리고 송현미 박사의
학위 논문 주제였던 은하단 내 은하의 정렬 현상을 관측하여 중성미자의 질량을 제한하는
방법 연구(2012년), 임승환 석사의 학위 논문 주제였던 초은하단의 질량함수의 해석적 유
도 연구(2012년)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한 교수는 1994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에 같은 대학에
서 석사학위를 한 후, 2003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천문전공에서 박창범 교수의
지도 아래 우주론적 수치모의실험과 구조 생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03~2008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2008년 케나
다 토론토 대학 CITA(Canadian Institute for Theoretical Astrophysics)의 연구원과 2009년 경
희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2010년 9월 고등과학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 전임연구교수
로 부임했다. 김주한 교수는 기존 PM 방식의 우주론적 수치모의실험 코드를 토론토 대
학 CITA의 두빈스키(J. Dubinski) 박사와 협력하여 Tree-PM 방식으로 개선했고, 그 뒤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효율 병렬코드를 완성했다. 또 준헤일로(subhalo) 발견 알고리즘을
고안해 은하-헤일로 일대일 매칭 방법을 발전시켰다. 박창범 회원과 함께 HRS(Horizon
Run Simulations)을 비롯한 세계 최대급 우주거대구조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했고(2005, 2009,
2011, 2015년), 대규모 우주탐사 관측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모사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우주론적 유체역학 코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윤영, 황호성 회원 등과 함께 우주
모형과 관측된 우주를 비교하는 작업, 암흑헤일로의 스핀을 조사하는 연구(2014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한 교수는 박창범 교수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병렬계산여름학교를
운영하여 계산천체물리학을 보급하고 있다.
박찬경 교수는 1997년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1999년 천문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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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사 학위를, 2003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천문전공에서 박창범 교수의 지도 아
래 우주배경복사와 우주거대구조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과학원, 경북대
학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년에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교
수로 부임했다. 우주배경복사 온도요동 자료로부터 각종 통계량을 측정하여 전경 오염원
의 효과와 우주 원시요동의 통계적 특성을 연구했으며, 은하좌표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의 배경복사 온도요동의 토폴로지가 큰 차이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또한 우주거대구조 자
료를 활용해 물질요동의 성장률 측정, 물질 분포의 균일성 시험 등의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암흑에너지 분야에서는 유체, 스칼라장, 일반화 중력 기반의 여러 가지 암흑에너지
모형들의 예측 결과를 최신 천문 관측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우주모형의 계수들을 추정하
고 우주의 가속팽창을 유발하는 암흑에너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윤영 교수는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1996년 같은 대학
물리학과에서 양종만 교수의 지도 아래 운석의 수소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
를 한 뒤, 2004년에 양종만, 이인수 교수의 지도 아래 X-선을 통한 AGN(Active Galactic
Nuclei)와 은하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5월에서 2010년 1월까지 고등과학

원과 세종대학교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 연구원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경희대학교 연
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윤영 교수는 SDSS 한국과학자 그룹의 핵심 멤버로서 은하와
AGN의 물리적 성질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은하
적색이동 자료를 이용한 토폴로지 연구는 우주론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성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밀도요동의 비가우시안 통계의 검증과 우주거대구조의 기하학
적 성질 진화를 연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안경진 교수는 2005년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같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7년 귀국했다.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 입자를 사용
해 암흑물질헤일로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해를 발견하고 암흑헤일로의 중심부 밀도 윤곽
등을 관측과 비교했다(2003년). 또한 초기별에 의한 재이온화의 과정을 대형 상자 안에서
최초로 시뮬레이션하여 구현하고 플랑크 위성의 우주배경복사 편광 관측 결과를 이용하
면 초기별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2012년). 박창범 교수, 홍성욱 박사와 함께
재이온화시기 때 수소 이온화 과정의 정량지표로서 지너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이온
화기작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였다(2014년).
한편 위에 소개한 학자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우주론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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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남대학교 김광태 교수는 아벨은하단의 전파관측을 통해 헤일로의 크기와 모양을 측
정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추정하는 연구를 발표했다(1999년). 전북대학교 김철희 교수는 거
대공동 내의 방출선은하 후보들을 발견했고(2000, 2005년), 부산대학교 강혜성 회원은 일련
의 연구를 통해 우주거대구조 충격파 지역에서 우주선의 가속 현상을 연구하여 은하단 등
충격파 지역에서 고에너지 우주선이 가속될 수 있음을 보였다(2002, 2003년). 서울대학교
트리피(Sascha Trippe) 교수는 나선은하의 역학적 운동으로부터 수정된 중력이론의 경험적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2013년). 한국천문연구원 송용선 박사는 적색이동 공간에
서의 은하의 2점 상관함수로부터 우주의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천문학계에는 연구 인력과 연구용 관측 자료, 관측 장
비, 계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특히 대형 관측 자료가 필수적
인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큰 원동력
이 되고 있다. 현재 다천체 분광탐사로는 기존 SDSS 자료 이외에 2015년 1월에 공개된
SDSS-III의 탐사 자료가 있고, SDSS-IV 탐사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
터 가동 예정인 MS-DESI 탐사에 대해서도 국내 기관의 참여가 이뤄졌다. 또한, 국내 여
러 기관이 참여할 예정인 LSST 탐사 사업은 2020년대 우주론 분야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건설을 추
진하고 있는 GMT 망원경이 가동될 예정이고 따라서 고적색이동 천체와 우주거대구조의
성질과 진화에 대한 이해에 국내 학자들이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광학 파장대와 함께 ALMA, JCMT와 같은 sub-mm파대의 관측 기회도 국내 학계에 주
어지면서 천문학 전반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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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10. 고천문학

전통 천문학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체계적인 학문 계승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통
천문학 연구는 다분히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
행되어 왔다. 따라서 과학사학자와 천문학자 그리고 사학자의 관점에서 연구된 전통 천문
학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전통 천문학의 태동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후 1990년대의 주요 연구 주제와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남천문
학사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의 고천문연구그룹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고천문 연
구의 역사와 활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0세기 한국의 현대적 고천문 연구는 외국인 학자 루퍼스(W. Carl Rufus, 1876~1946)
와 니담(Joseph Needham, 1900~1995)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동양의 전통
천문학을 연구·정리하여 외국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 동양의 천문학이 서양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6년 역사학자 홍이섭 선생이 저술한 『조선 과학사』는 우리 전통 과학
을 소개한 최초의 한국과학사 개론서로 간주된다. 이후 현대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
양의 전통 천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최초의 고천문 연구는 고 유경로, 고
이은성, 현정준 교수 등이 참여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고천문 서적 번역과 역주 사업이
었다. 『칠정산 내외·편』과 『증보문헌비고』 「상위고」의 번역은 국내 천문학자들에 의해 시
작된 고천문 연구의 소중한 최초의 결실이었다. 이후 대우재단과 과학사학회의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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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서운관지』 역주에 관한 연구는 과학사와 천문학 연구자인 김기협, 나일성, 박성
래, 유경로, 이은성, 전상운 교수들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1989년 『한국과
학사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고천문 연구의 학술지 게재는 『한국천문학회지(JKAS)』 창간호인 1968년부터 시작되
어 지금까지 여러 학술지에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한국천문학회지』의 경우 지금까지 총
14편의 고천문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창간호에 실린 주선일 박사와 박동현 교수의 고대
초신성과 역법 관련 논문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한국천문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필
자를 살펴보면 나일성, 한욱, 유경로, 이은성, 라대일, 박창범 등의 연구자가 있다. 한국천
문학회에서 발간하는 또 하나의 학술지인 『한국천문학논총(PKAS)』에는 1990년 유경로 교
수의 케플러 초신성에 관한 조선 기록 연구를 비롯해 지금까지 2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다. 2000년까지 세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로는 유경로 교수 외에 김영성, 박종철
그리고 양홍진과 안영숙 등이 있다. 『한국천문학회지』가 영문으로 발간된 2001년 이후 고
천문 관련 논문은 『천문학논총』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우주과학회지』에도 몇몇 고천
문 관련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학사학회지』에도 많은 고천문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1979년 이은성 교수의 논문을 시작으로 40여 편의 고천문과 천문학사 논
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창범, 남문현, 이은희, 양홍진, 구만옥, 이문규, 전용훈, 문중양 등
의 연구자들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림 3-5는 『한국천문학회지』와 『천문학논총』에
게재된 고천문과 천문학사 관련 논문 편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5

논문 편수

4

『한국천문학회지(JKAS)』
『천문학논총(P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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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국천문학회지』와 『천문학논총』에 발표된 고천문과 천문학사 관련 논문의 편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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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표적 고천문 연구 주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자격루, 그리고 혼천시
계의 복원을 들 수 있다. 1995년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30주년이자 천상열차분야지도 석
각 6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천문학회에서는 이를 기념해 서울대학교에서 기념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6편의 천문도 관련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최초로 천상열차분
야지도 도록집도 발간되었다. 국보 지정문화재 연구로 시작된 석각 천문도 연구는 박명순
선생에 의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박창범 교수의 논문을 통해 과학적인 특징이
확인되었다. 최근 양홍진 박사는 석각 천문도를 정밀 측정·분석하여 석각 천문도 카탈로
그를 발간했다. 자격루 복원 연구는 건국대학교 남문현 교수의 주도 아래 그 원형이 복원
되어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전상운 교수에 의해 시작된 혼천시계를 복원하려는 노
력이 이용삼 교수와 김상혁 박사에 의해서 결실을 보게 된다.
아래에는 2005년 설립된 소남천문학사연구소와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진 한국천문
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의 역사와 연구 활동에 대해 정리했다.

•소남천문학사연구소(召南天文學史硏究所)/한국천문학회 부설 연구소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천문학을 사랑해 왔으며, 옛 왕조들은 하늘의 과학인 천문학을
국가 최고 학문의 하나로 중시해 왔다. 우리 민족의 많은 천문 유산 중 오늘까지 남아 있
는 것은 극히 일부이지만, 여전히 많은 유물과 기록이 관련 연구자들의 진지한 연구를 기
다리고 있다.
소남천문학사연구소는, 천문학사와 고천문학 연구의 터전을 닦고 후진 양성의 못자
리를 마련하고자 그토록 염원했던 고 소남 유경로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2005년 9월 23
일 추분에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부설 소남천문학사연구소는 천문학사와 고천문학 연구와 보
급 그리고 후진 양성을 임무로 하며 천문학사와 고천문학에 관한 조사와 연구, 관련 강연
과 출판물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 개소 이후 2006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남연구소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술서 강독이나 관련 연구 결과를 함
께 공부하는 강독회를 갖고 있다. 2006년 『역법의 원리 분석』(이은성 저)을 시작으로, 2007
년과 2008년에는 천문역법과 전통천문도를, 2009년에는 천문의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
부했다. 이어서 2010년에는 『증보문헌비고』 「상위고」를, 2011~2013년에는 『서운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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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과학사와 천문학
분야 학자들의 공동 연구 모
임을 소개한 『한국일보』 기사

『국조역상고』를 강독했으며, 2014년에는 『연려실기술』 「천문고」 강독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원로 학자이신 현정준 교수를 모시고 유경로, 이은성 선생과 함께 번역하
신 『칠정산 내외편』 번역 당시의 회고담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학사와 천문학
분야 학자들의 공동 연구 모임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한국일보』 2007년 6월 5일).
소남연구소에서는 2007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천문도’라는 주제로 한국천문
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과 제1회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이래 학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1회 심포지엄은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개최했는데 전상운, 박성래 교수의 기조 강
연에 이어 7편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당시 98명이 참석해 고천문학에 관한 학계와 일반
인들의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이후 2009년 1월에 같은 장소에서 9편의 초청 강연으로 구
성된 제2회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3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2년에는 3일간의 일정으
로 대중 강연과 초청 강연, 그리고 학술 발표로 구성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본과
중국의 학자 4명이 참석하여 초청 강연을 했으며 국내에서도 4편의 초청 강연과 7편의 학
술 발표가 있었다. 학회 기간 중 세종대왕기념관과 여주 영릉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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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강독 세미나(2009.
6. 4). 이광호, 민병희, 양홍진,
최고은, 이정애, 김경자(간사)
(뒷줄 왼쪽부터). 김동빈, 이용
복, 윤홍식(소장), 박창범, 이
용삼(앞줄 왼쪽부터)

표 3-1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개최 학술대회
날짜

제목

장소

발표자

참석

2007. 1. 19.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 천문도

세종대왕
기념관

전상운, 박성래
구만옥, 이면우, 이용복, 문중양, 양홍진, 박
창범, 이용삼

98

2009. 11. 6.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

세종대왕
기념관

전상운, 남문현
이용복, 이용삼, 박창범, 이은희, 양홍진, 김
상혁, 민병희

36

2012. 12. 17~19.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storical Astronomy

KIAS

이용삼, 문중양
K. Tanikawa, Y. Ohashi, Shi Yunli, Feng
Yaohui, 이용복, 이은희, 전용훈, 양홍진
김상혁, 남경욱, 이민수, 민병희, 최고은,
김슬기, 김동준

31

다.
소남연구소에서는 관련 학술서를 발간하고 학술 활동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협의를 거쳐 유경로 선생이 정리한 고천문
천문학 용어집의 개편 발간과 천상열차분야지도 논문집 발간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연구
소에서는 『한국의 전통 천문학』(박창범 저, 2007)을 단행본으로 발간했고 이후 이 책의 영
문본도 이어서 출판했다. 소남연구소는 정기 세미나 활동을 위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간 학술진흥재단 소규모연구회모임 연구지원금을 받았다. 한편, 2006년 한국천문연
구원 수탁 연구 과제인 ‘한국 고천문 초신성 기록 연구’(박명구, 박창범, 양홍진)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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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1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엄(2007. 1. 19). 최고은, 박은미, 박명구, 장경애, 김상혁, 정의정, 임인성,
김명진, 전용훈, 안재응, 남경욱, 이용복, 채종철, 양홍진(뒷줄 왼쪽부터). 차재경, 이명균, 이용삼, 박창범, 박석재, 이면
우, 구만옥, 조세형, 안영숙, 이강환(둘째줄 왼쪽부터). 홍승수, 안홍배, 남문현, 박성래, 김종국, 윤홍식, 전상운, 김정
욱, 나일성, 김기협(앞줄 왼쪽부터)

그림 3-9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국제학술대회(2012. 12. 17~19). 김상혁, 전준혁, 정영진, 최용식, 송보영, 정선라, 함
선영, 민병희, 김슬기, 김경자, 남경욱, 임종태, 박창범, Feng Yaohui, 최고은, 양홍진(뒷줄 왼쪽부터). 윤명진,이용복,
박종욱, 안영숙, 박승재, 이용삼, 홍승수, 송상용, K. Tanikawa, Y. Ohasi, Shi Yunli, 이은희(앞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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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의 학술 활동
날짜

제목

장소

발표

참석

기타

1996. 9

한국천문력 및 고천문학
–태양력 시행 백주년 기념 워크숍

대전, 롯데호텔

13

40명

1997. 9.

Astronomy in the Time of King Sejong

대전, 롯데호텔

9

135명

국제학회/
공동 주최

2002. 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Archiv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청주, 아트센터

32

87명

국제학회/
공동 주최

2003. 7.

현행 역법(曆法)의 제(諸)문제

서울교대

13

25명

2005. 11.

[제1회 고천문 워크숍]
한국의 고천문학 및 천상열차분야지도

한국천문연구원

8

46명

2008. 10.

[제2회 고천문 워크숍]
하늘이 열린 날, 천문을 얘기하다

한국천문연구원

5

30명

2009. 11.

[제3회 고천문 워크숍]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儀器)

세종대왕기념관

9

36명

공동 주최

서울, 고등과학원

16

31명

국제학회/
공동 주최

공동 주최

[제4회 고천문 워크숍]

2012. 5.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storical
Astronomy

2013. 7.

[제5회 고천문 워크숍]
천문학과 천문의기 속의 과학원리

국립중앙과학관

11

46명

2014. 7.

[제6회 고천문 워크숍]
세종시대 혼상 복원모델 제작기념 및 역과 천문의
기

한국천문연구원

7

23명

공동 주최

2008년 ‘고인돌 및 고구려 고분 별자리 연구’(박창범, 양홍진)를 주제로 일 년 동안 학술 연
구를 진행했다.
2007년 고 유경로 선생을 기리고자 자제인 유성초(충북대학교/소남연구소) 교수가 한
국천문학회에 기금 3천만 원을 기부하여 2~3년에 한 번씩 학문 업적이 훌륭한 원로 학자
에게 ‘소남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7년 홍승수 회원에게 처음으로 수여되었으며, 2
회는 2011년 천문석 회원이 수상했다. 2015년에는 3회 수상자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한국천문연구원의 고천문 연구는 2008년 1월 ‘고천문연구그룹(Historical Astronomy Research Group)’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고천문연구그룹이 신설될 당시 안영숙, 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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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천문 워크숍 프로시딩/포스터 사진

그림 3-11

그림 3-12 간의

그림 3-13 조선의 8척 규표

천상열차분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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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의 연구 활동으로 제작·설치한 고천문 의기
분류

천문도
(天文圖)

천체관측기기
(天體觀測器機)

시각측정기기
(時刻測定器機)

명칭

제작연도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兩總星圖)

1997

혼평의(渾平儀)

1998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

2007

혼상(渾象)

2014

적도의(赤道儀)

1998

간의(簡儀)

2000

우암(尤庵) 혼천의(渾天儀)

2006

혼천시계(渾天時計) 혼천의(渾天儀)

2008

소간의(小簡儀)

2009

앙부일구(仰釜日晷) / 신법지평일구(新法地平日晷) / 원주형일구대(圓柱形日
晷臺) / 석제해시계

2001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 정남일구(正南日晷) / 천평일구(天平日晷) / 현주
일구(懸珠日晷)

2006

조선의 8척 규표(圭表)

2011

진 박사 두 명으로 시작했으나 뒤에 역서 발간 업무를 위해 2009년 민병희 연구원이 합류
했다. 이어서 2010년 안상현 박사가 합류했으며 같은 해 천문의기 분야의 김상혁 박사가
신규로 채용되었다. 그 동안 이기원 박사와 김상혁 박사가 고천문연구그룹에서 박사후연
수원으로 연구에 기여했으며 2013년 최고은이 UST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했다.
고천문연구그룹이 생겨나기 이전까지는 국가천문연구 활동을 통해 역서에 포함된
전통 역법 자료 제공과 제한적인 의기 복제 제작이 이뤄졌다. 그러나 고천문학에 대한 필
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천문학계에 확산되면서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고
천문학을 주제로 국제 학회를 개최했다. 2008년 이후 고천문연구그룹의 주도 아래 정기적
으로 고천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고천문 워크숍은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한국천문학회 부설 소남천문학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중국과 일본 학자
들을 초빙해 국제 고천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관련 국제 학술계에 국내 고천문 기록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고천문연구그룹이 신설되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5년 유럽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회지(Astronomy & Astrophysics)』에 게재된 “물병자리 변
광성 연구”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어 국내 고천문 기록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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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역사 천문 기록을 활용한 유성과 유성우, 혜성의 궤도,
천문 역법 계산 연구 등 국제적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내 저널에는 전통별자리, 천
문역법, 천문의기 등의 연구 주제와 천문학사 그리고 고고천문학(archaeoastronomy) 분야의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다.
고천문 의기의 제작은 1995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 1997년 황도남북양총성도,
1998년 혼평의와 적도의를 시작으로 2000년 연구원 앞마당에 간의대를 만들고 조선의 대
표적 관측기기인 간의(簡儀)를 설치했다. 2001년부터는 앙부일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해시계와 일성정시의, 소간의 등의 고대 관측기기들을 제작・설치했다. 2007년에는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본을 제작하여 연구원 본관 1층에 설치했으며, 최근에는
조선시대 8척 규표와 조선 전기의 혼상(渾象)에 대한 복원 모형을 연구하여 간의의 좌우에
제작・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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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11. 시공간기준계천문학

•시공간기준계천문학의 정의와 연구 범위
이 글을 쓰고 있는 2014년 10월 현재, 국제천문연맹(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은 천문학에서 다루는 모든 연구 활동을 Division A에서 Division J까지 크게 9개 부문으
로 분류하고 부문마다 여러 위원회(Commission)를 두어 부문별 연구 활동을 좀 더 세분
화하고 있다. Division A ‘Fundamental Astronomy’에 천체력(Ephemerides), 천체동역학
(Celestrial Mechanics & Dynamical Astronomy), 측성학(Astrometry), 지구자전(Rotation of the
Earth), 시선속도(Radial Velocities), 시간(Time), 기본천문학의 상대성(Relativity in Fundamental Astronomy)등 총 7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문 A를 ‘위치천문학’

이라고 주로 불러 왔으나 요즘 위치천문학에 해당하는 ‘Positional Astronomy’라는 용어
를 국제천문연맹(IAU) 내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치천문학이란 용어는 부문A
의 연구 영역 중에서 공간만 강조할 뿐 시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IAU의 결의안을 따라 부문 A를 ‘시공간기준계천문학’이라 하고 약어로 ‘기준계천문학’이
라고 부르겠다.
IAU에서 분류한 대부분의 천문학 부문을 국내 천문학계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해
당 분야에 종사하는 천문학자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하지만 유독 제1부문에 해당하는
기준계천문학은 천문학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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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을 전공한 학자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역서와 관련된 ‘천체력’, 우주측지와 관련된 ‘지구자전’, 우주물체감시 및 인공위성
궤도 결정과 관련된 ‘천체동역학’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위원회 연구 활동
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체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준계천문학은 신라시대부터 대한
제국의 ‘역’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잠시 맥이 끊겼다.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고 이원철 박사의 노력에 힘입어 국립중앙관
상대 천문과에서 우리 손으로 『역서』를 발간하여 기준계천문학의 맥을 다시 이었다. 1974
년에는 ‘국립천문대 시보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일청구권 자금 20만달러를 획
득하여 독립국가로서 독자적 표준시 유지관리 시설 보유에 한 발 다가서는 듯했다. 하지
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 변경이 이뤄져 결국, 이때 일본 동경천문대 시보부장인 이지
마 시게타카 박사의 자문 자료가 그대로 한국표준연구원의 표준주파수 사업에 전달되었
다. 그 이후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인 국립천문대에서는 국가표준시 유지 및 관리에서 윤
초 분야만 관여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계천문학 중에서 ‘시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준계천문학을 위한 장비나 인력이 매우 빈약한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0
년대부터 기준계천문학 중 하나인 우주측지학에 대한 국내 연구가 시작되었다.

•GPS의 도입과 국내 우주측지학의 시작
1988년 말 대미 무역 흑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외교통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정
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고가의 연구 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면서 소
요 예산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했다. 당시 필자가 소속된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천문계산
연구실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측지용 고정밀 GPS 수신기 3조, 세슘원자시계가 장착된
MTS(Master Timing System), 경위의(T4 theodolite)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기준계천문학의 일환으로서 우주측지학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세계 기준계천문학의 흐름상 그때가 천체의 정밀관측으로 기본성표를 작성하고 기
준좌표계를 확립하던 기존의 위치천문학 개념에서 우주측지학 분야로 확장되는 시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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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NSS 우주측지천문 연구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GPS를 이용한 지구
자전 연구”와 “MTS를 이용한 시간 연구”를 시작했으며, 수신기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장・단거리 시험관측을 수행했다. 또한 ‘GPS Japan 1990 Campaign’에 참여해 국내 유일
의 GPS측지기준점을 당시 한국천문연구원 본관 옥상에 설치할 수 있었다. 이 기준점을
이용해 ‘국제 GPS 관측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관측캠페인(1991)’에 참여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건설 중이던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의 기준점 좌표를 GPS 기술로 결정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GPS를 활용한 우주측지학 분야는 수mm 수준의 측위정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GPS 기준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측위 정밀도가 이 기준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결
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점은 GPS 위성의 전파 수신에 장애가 없는 개활지에 설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 옥상
에 설치된 초기 기준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관측 여건이 양호한 한
국과학기술원 동문 옆 개활지를 확보하여 1992년 7월 3일 새로운 기준점인 GPS상시관측
소를 설치했다. 1993년에는 스위스 베른 대학 천문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정밀 GPS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버니즈(Bernes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고정밀 GPS 연구 분야 개
척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4년 창설된 국제GNSS기구(IGS)의 관측망에 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대전을 뜻하는 약어 ‘TAEJ’로 등록된 이 GPS 관측
소가 1995년 11월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그리고 국내 최초로 IGS핵심관측소로 공식 지
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TAEJ는 국내 측지/측량의 근간이 되는 국제공인 국가대표 측지기
준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IGS국제데이터센터로 보내진 TAEJ의 관측 자료는
지구의 극운동 및 지각운동, 이온층과 대류층 변화의 감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정밀 지
구 기준좌표계(ITRF)의 구현 등 기준계천문학 및 우주측지학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에
기여했다.

•국내 GNSS 상시관측망 구축과 IGS 글로벌데이터센터 설립
1999년 3월 한국천문연구원의 부지가 확대됨에 따라 TAEJ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
천문연구원 내로 이전했다. 약 보름간 동시관측을 통해 구기준점 TAEJ로부터 신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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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의 고정밀 좌표를 새롭게 결정했다. 1999년부터 총 9개 GPS상시관측소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자체 상시관측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첫 해에 ‘DAEJ’, 서울, 속초, 밀양, 목
포를 시작으로 2000년 제주, 보현산천문대, 2001년 여수, 소백산천문대까지 총 9개의 상
시관측소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은 무인으로 운용되며 전원 및 통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역천문대, 기상대, 대학, 우주센터 내에 설치됐다. 모든 데이터 수집과 수신기 명령
은 통신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이뤄진다. DAEJ의 이전과 함께 새롭게 구축한 GPS데이터
센터 운용 자동화를 통해 자체 GPS 상시관측망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GPS 분야의 국내외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아시아 지역을 대표
하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 4월 IGS 글로벌데이터센터(GDC: Global
Data Center)의 구축을 제안했고, 2004년 4월 IGS로부터 GDC 운용 가승인을 통보받았다.

1년간의 시스템 구축과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시험운영을 통해 IGS에 무결성을 입증했
고, 2005년 12월 5일 IGS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2006년 1월 1일부터 세계
네 번째이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IGS 글로벌데이터센터가 되어
한국천문연구원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계기
가 됐다. 이를 통해 전지구측지관측시스템(GGOS: Global Geodetic Observing System) 및 전
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2006년 이후 우주측지 연구는 국내·외에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기
술들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대의 국가기준점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3대 우주측지 시스템인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초장기선간섭계(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인공위

성레이저추적기(SLR)의 관측 자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국제 수준의 지구기준
좌표계(TRF: Terrestrial Reference Frame)와 지구회전계수(EOP: Earth Orientation Parameters)
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0년 이후 위성항법시스템은 기존 미국의 GPS와 러시아 GLONASS의 현대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더불어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와 중국의 COMPASS/Beidou,
인도의 GAGAN 시스템이 서로 공존하는 Multi-GNSS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
한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적인 변화에 맞춰 한국천문연구원도 GNSS상시관측소의 수신
기들을 Trimble NetRS에서 Trimble NetR9으로 교체했다. 또한 우주측지의 국제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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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2006년 10월 세계 네 번째 IGS의 글로벌데이터센터(GDC) 출범식에 참석한 IGS 회장인 존 도우(John
Dow) 박사와 사무총장 루스 네일란(Ruth E. Neilan)과 함께 IGS 기준점인 DAEJ 필라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우측에 공식인증 문서가 보인다.

구와 국제적인 GNSS 관측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3기의 해외 GNSS상시관측소를 구축했
다. 2011년 5월 한국해양연구원의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마이크로네시아 연방, Chuuk)
에 1기를 구축했다. 2011년 10월 몽골의 AMHEM(Agency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과 협력하여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약 400km 남쪽에 위치한 사

인스한트(Sainshand)에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2013년 9월 필리핀 기상·지구물리·천문청
(PAGASA: Philippine Atmospheric Geophysical & Astronomical Service Administration)과 협력하

여 필리핀 대학 내 천문관측소 옥상에도 설치했다
2003년부터 연구 성과의 학술 논문들을 본격적으로 투고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SCI
논문 44편과 비SCI 논문 94편을 관련 학술지에 게재했다. 또한 2011년 일본 동북지방에
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각이 움직인 양을 mm 정밀도로 즉각 측정하여 학
술지에 게재할 정도로 학문적인 바탕도 마련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JPL(Jet
Propulsion Laboratory), 스위스 베른 대학 등 위성항법의 자료 분석을 선도하는 기관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자료 분석 기술 개발’ 내부 과제를 2010년 1월
시작하여 관련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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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측지 위성탑재체 개발과 SLR 시스템 개발
우주측지연구팀은 국가 연구 개발 과제로 진행된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부탑재체
인 AOPOD(Atmosphere Occultation Precision Orbit Determination)의 개발 수탁 과제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했다. 2013년 8월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 생성을 위해서는 위성의 정밀 궤도 결정이 필수적이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용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와 위성까지 거리를 레이
저로 추적할 수 있는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해서 위성의 정밀 궤도를 추적하고 있다. 탑재
된 우주용 GPS 수신기는 GPS 신호엄폐 자료도 생성하여 대류층과 전리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SLR은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정밀한 인공위성 추적 시스
템이다. 광학망원경을 통해 발사된 극초단파 레이저 빔이 인공위성에 장착된 반사경에 반
사되어 되돌아오는 왕복 비행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구한다. 전자, 광학 및 제어 기
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SLR의 거리 측정 오차는 mm 수준이며, 인공위성 운영, 지구물
리, 우주측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은 이미
다수의 SLR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개의 SLR 관측소가 국제레이저
추적기구(ILRS)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고정밀 우주측지 및 지구관측 위성이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나로과학위성 및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해 발사했다.
최근에는 SLR의 활용 범위가 행성탐사 및 달탐사 우주선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SLR의
국제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자국 위성에 대한 독자적인 레
이저 추적과, VLBI 및 GPS와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SLR 개발을 시
작하여 직경 40cm 망원경의 이동형 SLR(ARGO-M)을 2012년 9월 개발했다. 또한 직경
100cm 망원경인 고정형 SLR(ARGO-F)을 2014년부터 호주의 EOS 사와 공동 개발하여
2016년 완료할 예정이다. 총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우주측지용 레이저 추적 시스
템 개발’ 사업의 목적은 인공위성의 레이저 추적을 통해 얻어진 mm 수준의 정밀한 거리
측정 자료를 지구 질량중심 결정 등 기준계천문학에 활용하는 것이다.
상당 부분 국내 기술로 개발이 완료된 ARGO-M은 두 개의 망원경으로 구성된 송
수신 분리형으로, 고도 25,000km 인공위성에 대해 초당 2000회 거리 측정이 가능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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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에 성공했으며,
그 이후 우리나라의 나로과학위성 및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 대한 추적에도 성공했다. 아
울러 2013년 11월 ILRS에 정식 가입했고(관측소명: DAEK, 관측소 코드: 7359), 2014년 4월
ILRS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 Active 관측소로 서비스 중에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설
치되어 운용 중인 ARGO-M은 VLBI 및 GPS와 연계한 우주측지통합기준국 구축을 위
해 2015년 상반기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ARGO-F는 송수신 일체형으로 정지 위성까지
레이저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 우주감시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장착하지
않은 우주 잔해물을 고출력 레이저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적
응광학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위성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2016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
되는 ARGO-F 관측소는 경남 거창군 소재 감악산에 설치되어 우주측지 연구 및 우주감
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지 VLBI 연구 활동
국제 VLBI 기구 통합분석센터는 IVS 분석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산출한 시간 및 위치 기
준계 결정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IVS의 공식해(公式解)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
재 독일 DGFI(Deutsches Geodätisches Forschungsinstitut)가 주 IVS 통합분석센터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DOGS-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IVS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
합해(統合解) 산출을 위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상호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
고, 한국천문연구원이 2008년 IVS의 두 번째 통합분석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정규 운영
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GNSS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Bernese
의 SINEX 처리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독자적인 통합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IVS 기준좌표계를 독자적으로 산출했다.
2014년 10월 IVS 하부 조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측지 VLBI 그룹인 AOV(Asia
Oceania VLBI group for Geodesy & Astrometry)가 발족되었고,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 측 대

표기관으로 AOV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향후 AOV 활동을 통해 지진, 쓰나미, 집
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이 지역의 지각변위 및 대기변화 연구에 측지 VLBI 및 GNSS
자료처리·분석 기술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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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12. 역서 편찬

•개요
천문학에는 여러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과 직접 맞부딪치는 중요한 대국
민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역(曆) 자료의 제공이다. 이 역 자료 중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일의 날짜와 요일, 일·월 출몰시각, 음·양력일, 달의 위상 변화, 월령, 24절기,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을 일력자료라고 한다. 역서는 이 일력자료와 함께 여러 천문학
관련 자료들을 수록한 책이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역서는 그 필요성 때문
에 조선시대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간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50여 년간의 역서 편찬 방법에 대해서 정
리하고자 한다.
한국천문학회가 1965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천문학 연구기관이 없어 역서
는 당시의 과학기술처 산하 중앙관상대에서 편찬되었다. 이곳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국립
천문대가 발족되어 역서를 처음 발간하기까지 30년간 역서를 편찬·발간했다. 국립천문대
에서 발간된 첫 역서가 『역서 1976년』이다. 역서는 한 해 전에 자료를 계산해서 발표해야
하므로, 1974년 9월 국립천문대가 발족하고, 그 다음해 것은 시간이 부족해 편찬을 못하
고, 1975년에서야 그 다음해 역서를 발간했다.
1976년 국립천문대에서 역서를 발간하게 되면서 그 내용은 기존에 중앙관상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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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던 역서에 비해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행성과 혜성 자료를 비롯한 많은
천문학 자료가 추가되었고, 둘째는 역서의 기초 자료인 일력자료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세 번째는 역서 자료 계산의 기준 위치가 바뀐 것이다.

•역서 수록 내용의 변천사
역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발간 기관의 교체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다른 자료들을 수
록하고 있다. 그림 3-15는 발간 기관의 명칭 변화에 따른 역서 표지들인데 그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중앙관상대가 발간하던 초기의 역서는 생활에 필요한 천문현상 자
료뿐만 아니라 기상 자료도 같이 수록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의 역서는 중앙관상대에서
편찬되어 각 지역의 매월 평균 기온, 최고・최저 기온, 풍속, 강우량, 적설량 등의 기상 자
료와 농사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국립천문대가 편찬을 시작한 1976년 이후에는
그러한 자료들이 한동안 사라졌다가 어떤 이유인지 다시 재수록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6년부터는 모두 없어졌다. 점차로 국립천문대와 중앙관상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진

그림 3-15 발간 기관의 명칭 변화에 따른 역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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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생각된다. 1976년 이후의 역서에는 일·월 출몰 및 박명시각이 수록되는 지역이 증
가하고, 연간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자료, 행성과 항성, 혜성자료, 별자리 그림 등의 천문
관련 자료들이 새로 수록되었다.
두 번째로 일력 자료는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정보이므로 역서의 첫 부분에 나온
다. 1966년 당시 역서에는 매월 일력 자료와 함께 그 달의 기후 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그
리고 1966년의 일력 자료에는 물론, 1987년에도 조석표가 포함돼 있었으나, 1988년 이후
에는 독립된 페이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대신 다른 페이지에 있던 천문박명, 시민박명
이 옮겨오고, 항해박명이 추가되어 세 가지 박명시각이 일력 자료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중앙관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일·월 출몰 시각의 계산 기
준점이, 국립천문대에서 역서를 발간하게 되면서 국립천문대가 소재한 강남구 과학기술
회관(127도 02분 E, 37도 30분 N)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점은 이후 천문대가 대전으로 옮겨
온 이후까지 10여 년간 사용되다가, 199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시청 위치
(126도 59분 E, 37도 34분 N)로 바꾸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표 3-4는 1966년부터 현재

까지를 5단계로 구분해 역서의 수록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국립천문대 초기의 역서 편찬(1976~1979년)
역법을 계산해서 역서를 발간하는 것은 국가천문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조선왕조실
록에도 곳곳에 역서 편찬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방 이후 기상청
에 역서 편찬업무 자체에 관한 관련 기록이 별로 없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잘 알 수가 없
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앙관상대에서 역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최창훈 회원이 그 업무
를 국립천문대로 이관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문대의 초창기 시절에 역서를 편찬하던 방
법과 거의 유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립천문대에서 역서를 처음 발간하던 초창기에는 자체적으로 역 자료를 계산할 수
없어서 미국 해군천문대에서 발간하는 ‘Astronomical Almanac’ 자료를 계산에 이용했다.
그 책에 실린 태양과 달의 위치를 보간법으로 우리나라의 위치에 맞도록 했는데, 당시에
는 소형 컴퓨터마저 없던 시절이라 소형 계산기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미국의 Almanac은 보통 6~7월경에 국내에 들어오므로 천문대의 역서 편찬 담
당 부서에 3~4명이 여름부터 4~5개월 동안에 자료를 계산하고 역서를 편찬해야 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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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대별 역서 수록 자료의 변천
1966~1975

내용

1976~1982

1983~1986

일력 자료(서울)

조석 자료 포함
매달의 기후 요약

조석 자료 포함

조석 자료 포함

일월 출몰시각
수록 지역 수

1966: 8곳(10일 간격)
1972: 12곳(10일 간격)

16곳(매일)

1983: 16곳
1984: 32곳
1986: 30곳

박명시각과
수록 지역 수

15일 간격, 서울지역,
시민박명만 수록

시민, 천문박명
(서울지역, 10일 간격)

1983: 1곳(10일 간격))
1984: 12곳(10일 간격)
1986: 30곳(10일 간격)

태양 고도와
방위각

8개절기의 일출몰시
자료만 수록

8개절기의 일출몰시
자료만 수록

1983년: 일년 자료 수록
(9~18시: 5개 시각 자료)

시간 자료

×

종류, 개념 설명

×

조석표

0(일력자료내)

0(일력자료내)

0(일력 자료 내)

태양, 달의
위치 자료

×

×

×
1984~85: 달그림만 있음

행성 자료

×

○

○

주기혜성 자료

×

1976: 0
1977~1982: ×

×

항성 자료

×

1976: 0
1977~1982: ×

○

사철별자리
(그림)

1966~1967: x
1968~1975: 0
(행성의 운행도)

천문상수와 자료

×

1976: 0
1977-1982: ×

○

음양력 대조표

○

○

○

세계 각 지역
표준시

○

○

1983: 표준시 지도 추가
1985: 표준시 지도 역서 뒤표지
그림으로 사용

기상 자료

19지역의 월별 평균기온, 최
고. 최저 기온, 풍속, 강우량
등 수록

1976~1978: ×
1979~1982: ○

1983-1985: ○
1986: ×

농사력, 어업력, 소
○
채편람 등

1976~1978: ×
1979~1982: ○

1983-1985: ○
1986: ×

발간 기관명

중앙관상대

국립천문대

국립천문대

총 페이지 수

1966: 54p

1976: 74p
1982: 64p

1983: 80p
1986: 96p

1976~1978: 0
1979~1982: ×

○

×: 자료 없음, ○: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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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대별 역서 수록 자료의 변천(계속)
1987~1993

내용
일력 자료(서울)

일월 출몰 시각
수록지역 수

1988: 세 박명시각 같이 수록. 현재의 일력
자료 형태 확립
1991: 년간 일출몰 시각 변화 추가
1987: 30곳
1988: 40곳

1994~2014
0
1996: 41곳(보현산천문대 추가)
2009: 42곳(독도 추가)
2013: 43곳(세종시 추가)

박명 시각과
수록 지역수

1987: 30곳(10일 간격)
1988: 40곳, 매일 수록
항해박명 추가

○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1991: 연간 태양의 고도 변화도
추가

○

시간 관련 자료

×

1996: 시간 관련 자료 추가

조석표

1988: 독립적 페이지로 수록

○

태양과 달의
위치 자료

×

1994: 태양, 달의 위치와 관측 자료 추가
1994: 달그림 추가

행성 자료

1987: 행성의 위성자료 추가

1997: 행성의 위치도 추가
2002: 행성의 출몰도와 등급, 위치도 추가

주기혜성 자료

1987~1990: ×
1991: 주기혜성 자료 추가

○

항성 자료

1992: UBVRI 표준성 자료 추가

1999: 성단과 성운 추가

사철별자리
(그림)

1987: 0
1988: 전천 성도로 교체
1991: 별자리표 추가

○

천문상수와 자료

○

○

음양력 대조표

○

○

세계 각 지역
표준시

○

기상 자료

×

×

농사력, 어업력, 소
채편람 등

×

×

발간 기관명

1987~1991: (ETRI)천문우주과학연구소

1994: 천문대.
(역서 전면 개편, 순서 정비)
2000: 한국천문연구원(KAO)
2006: 한국천문연구원(KASI)

1992~1993: (KRISS)천문대

총 페이지 수

1987: 96p
1993: 134p

2008: 표준시 지도 자체 제작, 뒤표지 그림으로
활용

1994: 158p
2014: 245p

×: 자료 없음, ○: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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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완성되어도 인쇄소에서 출판되기까지는 또 1~2개월의 교정 작업이 필요했다.
1977년 천문대에 입사한 이용복 연구원이 그때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역서 계산의
전산화를 위해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이용을 제안했다. 국내에는 대형 컴퓨터가 몇 대
없던 때라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았지만, 천문대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천문대 연구원들이 정부계산소 프로그래머에게 천문력 계산 로직(logic)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의뢰했으나, 프로그래머들이 천체역학의 원리를 잘 이해

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산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역서 수록 자료 계산의 전산화 시작(1980~1993년)
1979년 여름 국립천문대와 서울대학교는 미국 휴렛패커드(HP)사의 HP9825A 소형 컴퓨
터를 도입했다. 당시 컴퓨터는 메인 메모리가 16K바이트에 불과하고 화면도 한 줄만 보이
는 것으로 지금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HP9825A가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도 계산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의 컴퓨터였다. 이용복 연구원
이 HPL(High level Programming Language)이라는 이름의 언어로 천문력을 계산하기 시작했
다. 그리하여 1980년 이후 역서에는 이렇게 계산한 자료가 일부 수록되기 시작했다. 역서
자료계산이 부분적으로나마 전산화된 것이다. 계산은 전산화되었지만 역서의 편찬 방법
은 여전히 예전 방식이어서 교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계산 프로그램은 조금씩 발전해서 1988년에는 간단한 계산이나 변환식 등
의 여러 단위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천체의 위치 계산은 미국의
Astronomical Almanac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천문계산연구실에서는 부서원 모두가 참여해 입력 자
료를 여러 번에 걸쳐 점검하고 확인해야 했다.
탁상형 소형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초기인 1988년부터 명칭이 바뀐 천문우주
과학연구소(전 국립천문대)의 안영숙 연구원은 IBM 286을 이용해 역법 프로그램을 베이직
(Basic)에서 포트란(Fortran)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후, 1989년 신종섭 연구원이 일본

출장길에 미국 JPL에서 제작한 DE(Development Ephemeris) 102의 원형 릴테이프와 일본
의 역법 계산 프로그램을 가져왔다. 이 릴테이프는 장기간 태양계 천체 위치와 속도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시 자료가 들어 있는 테이프였는데, 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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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ETRI와 화학연구
소의 전산실을 찾아다니며 몇 개월간 이 릴테이프를 풀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이와 함께 1990년 신종섭, 김천휘, 안영숙, 박필호, 박재우 연구원 등은 ‘한국의 독자
적 천체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면서 DE102를 이용한 천체의 위
치계산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 신종섭, 안영숙, 박필호, 박
은광, 이정숙, 박종욱 연구팀은 1991년부터 2년에 걸쳐 ‘고정밀 천체력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DE200을 이용한 천체 위치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역법 계산 프로그램은 점차 개선되어 갔지만 계산된 자료를 인쇄소로 넘겨 결과물을
입력하고 활자화하는 방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인쇄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해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역서 편찬의 전산화 및 DTP를 통한 발간(1994년~현재)
1994년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역서 자료를 직접 계산하기 시작한 의미 있
는 해다. 1993년 천문대 위치천문연구실의 한인우 박사는 안영숙, 박은광 연구원과 함께
역서 계산과정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연말에 완전히 우리 힘으로 태양, 달,
그리고 각 행성들의 관련 자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여 년간 외국 자료에 부분적
으로 의지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역서 자료 계산 방법의 대변혁이었다. 이
것은 앞서 개발한 JPL의 DE200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양, 달, 행성들의 위치와
운동을 직접 계산하고, 그것을 역서 자료 계산용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작업이
었다. DE200은 미국 JPL에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으로 향후 2050년까지 태양과 달, 각
행성들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자료가 들어 있다.
그리고 연이어 한인우, 안영숙 연구원은 많은 역 관련 민원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1994년에는 천측력 계산 프로그램을 Tex과 한글을 이용해
전산화했다. 천측력 자료는 당시 국립해양조사원(당시는 교통부 수로국)이 외국에서 자료를
구입해 사용했었는데 이후 천문대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1995년 안영숙, 한인우, 한원용 연구원은 역서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줄이기 위해 Tex을 이용해 DTP(Desk Top Publishing)를 시작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역서 출판 형태대로 파일을 만들어 인쇄소에 전해주고, 인쇄소에서는 그 파일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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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하는 자동화 작업의 일환이다. 이로부터 역서에 수록된 많은 숫자를 편집할 때 일일
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며 진행했던 일을 최소화하여 편집 과정의 오류가 크게 줄어들게 되
었다. 그러나 출판사가 Tex 관련 기기를 갖추지 못해서 출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많이 줄
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존재했고, 일부 자료는 DTP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돌아보면 1990~1995년은 역법 계산의 전산화를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
였다. 또한, 한인우와 안영숙 연구원은 1996년에 역술 관련인들의 역법 민원에 대한 자료
제공을 위해 1900~2050년 동안의 24절기와 합삭시각, 음·양력 대조표를 수록한 만세력
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당시 편찬되었던 많은 다른 만세력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장기간의 역 계산을 위해 DE200를 대체해 DE406
패키지로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그리고 만세력도 1900~2100년의 자료를 수록한 책을 새
롭게 편찬했는데 이 만세력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야 역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
본적인 자료집이다.
2007년부터는 역서 편찬에 새로운 DTP 방법인 InDesign CS3을 채용해 출판 과정
에서의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개선했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편집 형태를 개선했다.
그리고 IAU에서 결정하는 천문상수와 새로운 좌표계의 정의 등을 주시하면서 개선된 상
수나 계산 방법이 나오면 그때마다 그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개선하고 있
다(주: 이 내용은 『한국천문연구원 40년사』에 수록된 것과 중복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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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학

조선 인조시대인 1631년에 정두원이 천리경을 갖고 들어온 기록이 있으나 천체관측용인
지, 아니면 지상관측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숙종 38년 백두산정계비 수립 시 천리경으
로 지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조 20년 김태서가 사재를 털어 천리경을 구해왔으
나 영조가 천체현상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부수었다고 한다. 영조 41년 사신으로
중국에 갔던 홍대용과 이덕성이 베이징의 천주교회에서 태양 흑점을 관측했고, 이후 홍대
용(1731~1783년)은 천안에서 천체망원경과 자명종을 사용하여 천체를 관측했다고 한다.
홍대용의 관측이 천체망원경을 사용한 첫 관측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연희전문학교
에서 6inch 굴절망원경을 도입하여 교육에 사용했다.
이 글은 『천문학회지』와 『천문학회보』, 또한 『한국천문연구원 30년사』와 『한국천
문연구원 40년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50년사인 『자취와 비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100년사』의 천문우주학과 관련 원고 등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서 광학천문 기기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1960년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지 10년이 되지 않았던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
라인 한국에서 하늘에 뜬 구름보다 더 먼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은 사치스런 학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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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구(舊)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곧 천문학과의 태동을 이끌
어냈다. 1961년에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독일제 6inch 굴절망원경이 도입되어 태양
관측에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망원경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1990년대까지도 대학천문대(현 관악천문관측소)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관악에서 실제로 관
측에 사용된 적이 없다.
1969년에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서울대학교에 16inch 반사망원경이 도입되었다.
이 망원경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과학관 옥상의 돔에 설치되었고, 박홍서 회원이 제작
한 광전측광기로 관측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돔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이
망원경이 당시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이셨던 현정준 회원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
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서울대학교 아마추어천문회에 대여한 지구과학교육과
의 10inch 반사망원경도 이 시기에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1970년대는 국립천문대가 설립되고 소백산관측소에 24inch 반사망원경을 설치한 시기다.
1973년에 비로소 Boller & Chivens 사의 24inch 반사망원경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와 더불어 관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제10차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사진천정
간(ZPT), 상호비교장치, 시보수신기를 도입했다. 새로 출범한 국립천문대의 대표 장비가
될 24inch 반사망원경은 1973년 말에 인수하여, 1974년 12월에 소백산관측소에 설치했다.
1975년에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광전측광기와 기록계, 진공증착기, 암실장비를 구입했
고, 국립천문대의 자체 예산으로 조리개식 사진측광장치, 사진 확대기, 사진건판 등을 구
입했으며, 국립천문대 옥상에는 GOTO 사의 10cm 반사망원경을 설치했다. 1976년에 다
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태양관측용 8inch 굴절망원경을 도입했다.
1978년 9월 29일에 역사적인 소백산천체관측소의 준공식을 가졌다. 소백산관측소가
준공된 이후 본격적인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첫 관측 과제는 UBV 표준성 관측을 통한 표
준화 작업이었다. 그리고 태양망원경을 사용하여 흑점도 관측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의 AID 프로그램으로 방문·체류한 벅헤드(M. Burkhead) 교수의 도움으
로, 1978년에 16inch 반사망원경과 6inch 굴절망원경을 신축한 대학천문대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 벅헤드 교수가 직접 제작·조립한 광전측광기는 소백산관측소의 24inch 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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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에 부착하여 측광관측 연구에 한동안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도입 시기가 명확하지 않
은 간이 광전측광기는 교내 16inch 반사망원경과 함께 1980년대 중반까지 학부생의 관측
실습 및 학부 졸업 논문 관측에 사용했다.
또 이 시기에는 IBRD 교육차관 사업으로 연세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16inch 반
사망원경을, 부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6inch 굴절망원경을 각각 도입·설치했다.

•1980년대
국립천문대는 1980년대에 들어 큰 변혁을 겪는다. 이 시기에 광전측광장비(펄스 계수기,
diaphragm/filter assembly, cold box, EMI 9658A)와 사진관측용 표준 UBVGORI 필터를 도입

했으며, 소백산관측소 첨성관에 있던 8inch 굴절망원경을 대전 본원으로 이전·설치했다.
한편 광학관측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소백산관측소의 24inch
반사망원경에 부착할 중분산분광기를 제작하여 시험관측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분광기
를 사용한 관측 결과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없다. 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탈바꿈한 천문
우주과학연구소에서는 1.5m급 중형 망원경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발진에는
항성은하연구실장이던 김두환 박사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천문연구원 50년사』 참조). 1985
년에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부
터 천문대 후보지 선정, 답사, 기상 및 천문관측을 실시했으며, 1989년에 망원경의 크기를
1.8m로 상향 조정하여 국제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서울대학교에도 관측을 전공한 교수들이 부임하면서 관측 장비의 확충이 어느 정
도 이뤄졌다. 1981년에 선형 스펙트럼 비교분석기, 광전측광용 각종 필터 및 광증배관, 펄
스 계수기 등을 구입했다. 이 시기에는 소백산천문대 24inch 반사망원경을 사용한 광전측
광의 결과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한편 연세대학교에서는 1980년에 대학 부속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천문대를 두었으며, 일본 GOTO 사가 제작한 24inch 반사망원경을 도입하
여 일산천문대에 설치했다. 또한 광전측광용 필터 및 광증배관을 구입하고, 광전측광기를
비롯한 부대 장비 등을 제작했다. 공주대학교에서도 1980년 AID 차관으로 GOTO 사의
16inch 반사망원경을 도입·설치했고, 1981년에는 광전측광용 부속장비들을 갖추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IBRD 교육차관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에 소형 망원경 등 관측
장비의 확충이 이뤄졌다. 서울대학교의 Optomechanics Research Inc.의 24inch 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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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과 광전측광장비 및 CCD(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 경희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의 Spartan 사의 30inch 반사망원경,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원대학교의
16inch 반사망원경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도입한 것이다. 이들 망원경은 대학원 교육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국제 수준
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미흡했다.

•1990년대
한국 경제가 세계무대로 도약하던 시기로, 한국의 광학천문학계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의 건설과 본격 가동, 양자효율이 매우 높은 광검출기인 CCD
의 도입 등이 눈여겨 볼만한 변화였다. 1990년 프랑스의 TELAS 사와 1.8m(70.9inch) 망
원경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이 망원경의 설치 장소를 경북 영천시 화북면 북쪽의
보현산으로 결정했다. 1994년 진입 도로 건설을 완료했으며, 망원경 설치가 한창 진행 중
이던 7월 18일에 1k CCD로 슈메이커-레비 혜성의 목성 충돌 장면을 포착했다. 외국에서
는 첫 충돌 장면을 적외선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광학 대역에서만 작동
하던 1.8m 망원경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적외선망원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CCD의 도입이다. 소백산관측소 24inch 반
사망원경에 사용할 CCD와 서울대학교 24inch 반사망원경용 CCD가 거의 동시에 도입
되었다. 두 CCD 카메라 모두 Photometrics 사에서 제작한 PM512 칩과 카메라 머리부,
전자부, 냉각부로 구성된 CCD 카메라 시스템이었다. 소백산천문대의 CCD 카메라는 액
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며, 초과읽기가 가능하여 영점의 변동을 보정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서울대학교 CCD 카메라는 열전냉각방식으로 초과읽기가 없는 방식이었다. CCD 칩
은 모두 1등급으로 결함화소가 거의 없고 양자효율도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자외선 파
장대의 측광을 위해 Metachrome II 코팅이 되어 있어서 4000Å보다 짧은 파장 대역에서
도 양자효율이 10% 이상을 유지했으며, 읽기잡음이 매우 적었다. 이어 경희대학교에서
도 Photometrics 사의 Series 200 CCD(1991년 도입, Thompson chip)를 도입했다. 연세대학
교도 Princeton Instruments 사의 LN/CCD-576E를 도입했다.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CCD 카메라를 구입하여 학생들의 관측실습에 사용했고(이들 대부분은 과학용이 아닌 기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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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칩이었음), 일부 변광성의 광도변화 관측 연구에도 활발하게 쓰였다.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에 사용할 CCD는 상용화되어 있는 완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CCD 제어전자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와이 대학의 루피노(G.
Lupinno) 교수로부터 박병곤·천무영 회원이 직접 배워서 CCD 카메라 시스템을 조립·완

성한 기기다. 그 덕분에 설치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와 보수가 가능했다. 이렇게 만든
CCD 카메라로는 1.8m 망원경에 부착하여 사용한 Tek 1k CCD(1993년 제작·도입), SITe
2k CCD(1997년 제작·도입) 등이 있다.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에 사용할 장비로 반점간
섭계 카메라(Speckle Camera)와 중분산분광기(Optomechanics Research Inc.)도 도입되었으나,
실제 관측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변광성 등의 자동측광을 위한 1m 자동망
원경은 1993년에 도입되었으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제작회사가 파
산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후 이 망원경은 미국 애리조나 주 레몬산에 설치되어 2002
년부터 원격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도 광전측광 및 사진측광 장비들이 계속 도입되었으나, Optec사의 SSP3A, SSP-5A 등과 같이 학생 실습용의 간이 광전측광기가 대부분이다. 1990년 천문우주
과학연구소가 사진 미세농도측정기 PDS 1010 모델을 도입했다. 이어서 1993년 서울대학
교 공동기기센터에 PDS 2020 GMS가, 기초과학지원센터에 조리개식 사진측광기(Automated Eichner Iris Photometer)가 도입되었다. CCD 시대에 사진측광용 장비에 대한 투자로

예산을 낭비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 구상과 정부 예산의 확보, 그리고 도입에 이르는 시간
이 너무 길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현산천문대가 개관된 이후에도 1997년까지 1.8m 망원경은 제어에서 많은 문제점
을 노출했다. 당시 보현산천문대 소속의 모든 연구원·기술원들이 한인우 부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망원경 제어 프로그램(TCS2)을 자체 개발·완성한다. TCS2를 설치한 1998년
이후에는 관측 도중 망원경이 갑자기 멈추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또 보현산천문
대 1.8m 망원경 설치에 따라 새로 시도된 것 중의 하나가 진공증착기의 제작과 사용이었
다. 소백산관측소 24inch 반사망원경이 설치된 직후인 1975년 진공증착장치가 소백산관
측소에 도입·설치되었으나 이를 사용하여 24inch 반사거울에 알루미늄 증착을 실제로 했
다는 기록이 없다.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이 설치된 이후 진공 증착장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국내 제작을 시도했다. 1998년에 진공 증착장비가 완성되었고, 이
어서 1.8m 반사거울의 알루미늄 진공증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이 장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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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년 1.8m 반사거울과 소백산천문대 24inch 반사거울 등의 진공증착을 실시하고 있다.
소백산관측소에 8inch 굴절망원경이 설치되어 태양흑점을 관측하고 그 상대수를 조
사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태양관측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일본 국립천문대의
태양플레어망원경을 바탕으로, 보현산천문대에도 1995년에 Astrophysics 사 제품의 태양
플레어망원경을 설치했다. 이 망원경에는 하나의 마운트에 4개의 소형 망원경을 설치하
여, 백색광, Hα, VMG(Vector Magnetograph)와 LMG(Longitudinal Magnetograph)의 동시 측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양의 자기장, 속도장, 광구 및 채층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망원경의 국산화 시도가 있었다. 1991년 5월에 30cm 망원경을 제
작했고, 이를 발판으로 1m 망원경 제작에 돌입했다. 국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가 참여하
여 1999년에 완성을 보았으나, 광학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실제 관측에는 사용하지 못했
다.

•2000년대
200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측 장비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실제 관측에 투입하여 그 성능을 검증했다. 또 국내의 열악한 관측적 기상 여건을 극복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외에 천문관측소를 건설하고, 국제 거대망원경 건설 사업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 또 유일의 천문학 연구기관인 국립천문대가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전
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 그리고 표준연구원 직속 천문대를 거쳐 1999년
5월에 독립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으로 발족했다.
이 시기 관측 장비 개발은 주로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뤄
졌다. 한국의 광학천문학자들의 분광관측에 대한 오랜 열망을 등에 업고, 1996년부터 김
강민 회원이 중심이 되어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용 고분산분광기 BOES(Bohyunsan
Observatory Echelle Spectrograph)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2년 완료했다. 그리고 2003년부

터 본격적으로 관측에 투입되었다. BOES는 요오드증기를 이용한 극고분산 관측을 수행
할 수 있어 외계행성 발견에도 큰 기여를 했다. 또 관측 파장대를 적외선 영역까지 확장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되어 2007년에는 진호 회원의 주도적 역할로 KASINICS(K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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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Infrared Camera System)라 불리는 근적외선 영상관측 장비가 완성되었고, 2008년부터

관측에 투입되었다. 2000년부터 박영득, 문용재 회원의 주도로 태양관측용 중분산분광기
의 개발이 시작되어 2002년 9월에 완성을 보았다. 지름 30cm, 초점거리 9m인 반사거울로
0.01Å/pixel의 분광분해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현재 대덕전파천문대 입구에 위치한 태양
관측소에 설치되어 있다.
1993년에 도입되어 문제를 일으키던 1m 자동망원경은, ACE 사의 재가공을 거쳐
2002년 말에 미국 애리조나 주의 레몬산에 설치했고, 2003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원
격조정으로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 하와이에 4m급 망
원경을 건설하고자 시도했으나 곧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좌절됐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
어와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8m급 대형 망원경 건설 사업의
의지를 보였다. 2005년 멕시코와 6.5m 망원경 2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정
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에 대형 광학망원경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를 실시했고, 2008년에 개념설계가 완료된 25m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건설 사업에 참여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부터 10% 지분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외계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소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전용 망원경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정부의 예산을 확
보했다. 2008년에는 광시야 광학계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구경 1.6m
광시야 망원경 3기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에 각각 설치하여 관측시간의 단절 없
이 우리은하의 팽대부를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KMTNet(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건설에 착수했다.

서울대학교는 Fairchild 486 CCD chip을 사용한 SNUCAM을 구입했다. 2006년
6월부터 관측을 위한 기상 조건이 매우 좋은 우즈베키스탄 마이다낙(Maidanak) 천문대
의 AZT-22 1.5m 망원경에 이 카메라를 장착하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도 Fairchild 486 chip을 장착한 Spectral Instruments 사의 4k CCD 시스템을 구입했고,
2004년에는 30inch 망원경을 소백산천문대에 이전·설치하고 대대적인 수리작업을 수행
했다. 하지만 망원경과 돔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관측 자료를 얻
지 못했다. 한편 충북대학교는 대학부설로 충북대학교 천문대를 발족하고, 충북 진천에
관측소를 건립하여 1m 망원경을 설치했다. 또 많은 대학이 교육용 또는 준연구용 CCD를
구입했으나 연구에 필요한 관측 자료를 아직 활발하게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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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천문학계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망원경과 기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학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관측기기
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다.
2009년부터 10% 지분으로 GMT 건설 사업에 참여한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의 역
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GMT의 제1세대 관측기기인 G-CLEF의 개발에 참여하고, 고전
적 부경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문대 건물의 건설과 망원경 마운트 제작에 한국기
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GMT의 제1세대 관측기기로 선정은 되었으나 완성 시
기가 조금 늦은 GMTNIRS는 텍사스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
다. GMTNIRS와 유사한 근적외선 고분산분광기인 IGRINS(Immersion Grating Infrared
Spectrograph)를 텍사스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했고, 2014년부터 맥도널드
(McDonald) 천문대 2.7m 망원경에 부착하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IGRINS는 근적외선

H와 K 투과창의 전 파장대를 관측할 수 있는 고분산 에쉘 분광기다. 외계행성 탐사전용
망원경인 KMTNet은 2014년 11월 현재 망원경 3기의 설치는 완료했지만 9k×9k CCD
칩 4개를 모자이크한 카메라의 자료 획득 문제로 시험관측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채종철 회원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고속영상 태양분광기(FISS:
Fast Imaging Solar Spectrograph)를 개발했고, 2010년 빅베어태양천문대(Big Bear Solar
Observatory)에 설치하여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충북대학교 천문대는 진천관측소 1m 망

원경의 자동관측시스템을 완성했고, 2011년부터 식변광성 및 외계행성에 의한 별가림 현
상을 관측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임명신 회원의 창의과제인 ‘초기우주천체탐사연구단’은
적색편이가 큰 천체를 찾기 위해 0.7~1μm 파장대를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를 미국 텍사스 대학의 맥도널드천문대의 2.1m 망원경에 부착하여 적색편이가 큰 천체
뿐만 아니라 각종 변광 천체의 관측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광학관측 기기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외국에서 제작한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설치하고 또 관측에 사용해 성과도 얻었지
만 좌절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연구진들이 본격
적으로 관측 기기를 제작했고, 그 성능은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확인했다. 이
를 발판으로 외국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최고의 성능을 갖춘 기기를 개발했고, 또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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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 기기의 개발 과정에서 기기의 설계와 제작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 인력이 거의 없어 천문학을 전공한 일부 연구자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있었다.
천문학에서 최첨단 기기의 개발은 곧 새로운 발견을 이끌었다. GMT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50년 동안에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관측기기의 제작과 이를 사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 광학, 설계, 기계 분야
의 유능한 기술 인력의 확보와 새로운 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유능한 천문학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망원경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측장비(예를 들면 적응광학을 적용
하여 고각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영상·분광기, 집광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다천체 분광기 등)의 개발

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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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연구 기기

14. 전파

한국에서의 전파 관측은, 초창기 몇몇 회원의 국외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개인 연구를 제
외한다면, 1989년 대덕전파천문대의 14m 밀리미터파 망원경의 완공을 기점으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2년 서울대학교가 교내에 6m의 밀리미터파 망원경을 갖춘 서
울전파천문대를 건설했으며, 2012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밀리미터파 초장거리 간섭계
시스템인 VLBI(very-long-baseline-interferometer) 한국우주전파망원경 시스템을 완공했다.
VLBI 자료 처리를 위한 한일상관센터도 2010년에 출범했다. 이와 더불어 태양전파 관측
시설도 1995년 국립전파연구원에, 그리고 2007년 한국천문연구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의 전파관측 시설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다양해졌으며, 2014년부터는
ALMA(Atacama Large Millemet Array)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
파망원경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 국내 전파관측 연구시설(그림 3-16)의
개요, 역사, 부대설비, 활용성과 등을 기술했다.

•대덕전파천문대 14m 망원경
대덕전파천문대(TRAO: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 건설은, 1979년 한・독 협력사
업으로 전파망원경 건설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
았지만 1980년에 전파천문대 부지 매입 예산 그리고 1981년 ‘국고채무부담 보증예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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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N 울산전파천문대

KVN 탐라전파천문대

그림 3-16 한국의 전파관측 시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덕전파천문대 14m 망원경, KSRBL 2.1m 태양전파망원경,
한일상관센터의 대전(大田)상관기,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세 망원경, 서울전파천문대 6m 망원경

태로 3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1년부
터 3년에 걸쳐 미국의 ESSCO 사와 14m 전파망원경 시스템을 구매·계약했고, 1984년 8
월 8일에는 과학기술처 이정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전파관측소 기공식이 거행되었
다. 한편, 청원군 소재 전파천문대 부지 인근으로 공군사관학교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전
파천문대의 위치는 1983년 대덕연구단지로 바뀌게 되었다. 전파망원경 설치는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안테나와 레이돔은 1985년 9월 19일~10월 31일, 반사 패널 및 부경
은 1986년 3월 10일~5월 10일, 서보, 수신기, 전산시스템 등은 8월 12일~8월 27일까지
설치했다. 그 후 관측용 프로그램 등 시스템 조정을 거쳐 1987년 5월 25일 Orion KL의
12CO(J=1-0) 분자선 관측에 성공(First Light)했다. First Light 관측 후 2년여 간의 정밀조
정 및 시험관측을 거쳐 1989년 가을부터 연구관측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파천문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1990년부터 공동 활용에 사용된 쇼트키(Schottky) 수신기는 잡음온도가 높아 관측
효율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수신기 교체를 위해 1988년부터 수신기 개발에 착수하여
1994년에는 잡음온도가 현격히 낮은 100GHz SIS(superconductor-insulator-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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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수신기, 1998년에는 100/150GHz SIS 이중빔 수신기를 자체 개발하여 연구관측

에 활용했다. 한편, 주파수 분해능의 향상을 위해 1991년 미국 FCRAO(Five College Radio
Astronomy Observatory)에서 자기상관기를 구매했으며, 기술축적을 목표로 1996년에는 필

터뱅크를 개발했다. 1990년대 다중빔 수신기 focal plane array가 개발됨에 따라 대덕전파
천문대도 FCRAO의 15빔 수신기를 1999년 도입했으나, 경험 부족으로 2009년에서야 관
측에 활용되기 시작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운영되었다. 하지만 15빔 수신기는 1세대 장
비로 잡음온도가 높고, 노후화도 심해 2015년까지 2세대 수신기인 16빔 HEMT(high-electron-mobility transistor) 수신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HEMT 수신기는 잡음온도가 낮아 관

측효율이 지금보다 4배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천문학 불모지에 건설된 14m 전파망원경은 1995년까지 석사급 인력 배출에 많
은 공헌을 했다. 그 후에 박사급 인력의 증가와 SIS 수신기 설치 등으로 연구가 활성화되
며 1990년대 후반기에는 SCI 논문 3.4편/연, 비 SCI 논문 3.2편/연, 2000년대 전반기에
SCI 논문 2.6편/연, 비 SCI 논문 2.4편/연의 비율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당시 주요 연구
분야는 메이저, 분자선 서베이, 암흑성간운 및 GMC(giant molecular clouds)에서의 별 탄생
연구 등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시작된 KVN(Korean VLBI Network) 건설 사업에 연구
원 대부분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14m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연구는 침체기를 맞는다. 그
러다가 KVN의 완공과 더불어 2009년부터 시작된 다중빔 수신기 관측으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HEMT 수신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
금까지 14m 전파망원경에서 생산된 논문은 SCI 37편, 비 SCI 51편이 있다. 또한 이 망원
경은 7명의 박사와 23명의 석사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전파천문학자의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태양전파망원경
한국에서 최초의 태양전파 관측은 관측을 통한 태양연구보다 전파망원경의 시험이나 기
술 개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인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서 1986년
오병렬 회원을 중심으로 대덕전파망원경의 시험관측을 위해 태양의 90GHz 지도를 작성
한 적이 있으며, 1991년에는 정재훈 회원 등이 대덕전파천문대 남쪽에 1.8m 망원경 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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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여 10GHz 간섭계 관측을 했다. 1.8m 간섭계의 경우 비록 기술개발이 주된 목
적이기는 했으나 후속연구와 투자를 통한 본격적인 태양관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사장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두 대의 안테나 중 하나는
1998년 충북대학교로 이전되어 이후 태양 2.8GHz 수신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본격적인 태양전파관측은 1995년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신인 전파연구소의 이천분
소에 6.4m, 10m 포물면 안테나와 교차대수주기안테나를 설치하고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1997년부터 30~2500MHz 대역의 태양전파 관측을 시작하면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8GHz 관측기를 설치하고, 제주도 우주전파센터에 광대역 태양전파 노이즈 관측
기, 태양풍 지상 관측기를 설치하여 수집한 다양한 태양전파 관측 자료를 우주전파환경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07년, 스위스공과대학에서 개발한 수신기를 전 세계에 설
치하는 e-CALLISTO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수평편파를 관측하는 대수주기안테나를 대
덕전파천문대 남동쪽에 설치하고 45~450MHz 관측을 시작하면서 태양전파의 본격적인
관측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미국 NJIT, 즉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와 함께 개발한 KSRBL(Korean Solar Radio Burst Locator)을 대전 본원의 이원철홀 옥상에
설치하고 관측을 시작하여 관측주파수대역을 마이크로파대역으로 확장시켰다. 지름 2.1m
의 포물면 안테나와 나선피드를 사용하여 0.5~18GHz 태양전파의 연속스펙트럼과 1각분
정도의 정확도로 전파폭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KSRBL은, 과거 NJIT에서 개발한
경험이 있는 SRBL(Solar Radio Burst Locator)을 바탕으로 당시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관측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 장비다. 실질적인 개발은 거의 모두 NJIT에서 진행
되었으며 2009년 한국천문연구원에 설치될 당시에는 자료 저장과 기본 처리만 가능한 상
태였다가 이후 기기 안정화 및 유지・보완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한국천문연구원
이 맡아 진행했다. e-CALLISTO와 KSRBL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천
문 연구는 분야를 태양전파와 고에너지태양물리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측 자료
는 태양 전파폭발 감시와 전파폭발을 일으키는 CME(coronal mass ejection) 및 플레어 연구
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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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천문대 6m 망원경
서울전파천문대(SRAO: Seoul Radio Astronomy Observatory)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가 교내
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파천문대로서, 지름 6m의 전파망원경과 밀리미터파 수신기를
갖추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1995~1999)에서 확보한 약 8억 원의 재
원과 버클리대학 전파천문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9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했으나, 곧 이어 맞게 된 IMF 외환위기 사태로 1~2년 동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다행히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신기를 마련할 재원을 별도로 마련
할 수 있었고, 부지를 대학 내에 확보하고, 드디어 1999년 10월에 안테나를 도입할 수 있
었다. 그리고 100GHz 대역 수신기를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1년 2개월 만
에 최초의 우주 전파를 검출하고, 마침내 2000년 12월 오리온성운에서 일산화탄소 방출
선 스펙트럼 검출에 성공했다. 아마도 SRAO의 전파망원경은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건설
된 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또한 안테나 조립에서부터 수신기 개발까지 대부분의 일
이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파천문학을 이끌어갈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SRAO의 건설은 크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4월 2일 관측소를 완공하고 서울전파천문대 개관식을 가졌다. 사업 예산은 교육부, 과학
기술부, 그리고 서울대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전파망원경 건설에 13억 원, 그리고
건물 및 토목 공사에 9억 원 등 총 22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홀로그래피 방법을 이용해서
경면 정밀도를 90μm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2003년 230GHz 대역용 수신기 개발에 착
수 2008년에 완성함으로써, SRAO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30GHz 대역의 전파 창문을
열 수 있었다. 2012년에는 1GHz의 대역폭을 갖는 광대역 전파분광기를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수직인 선형 편파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전파천문
대 완공 이후 매년 평균 약 3000~4000만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운영 초기부
터 공동 활용을 도모하여 서울대학교의 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른 대학, 연구
소의 연구자에게도 관측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10여 년간 학술지에 약 25편의 논문을 게
재했고, 관측과 기기개발을 주제로 약 12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초신성 잔해와 관련된
분자운, 별 탄생과 관련이 있는 분자운 코어, 높은 은위의 분자운 등이 주요 관측 대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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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파망원경은 국내 대학이 보유한 연구용 시설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
는 장비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서울대학교 천문전공의 부지와 건물 확충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 결과로 천문전공의 대외 위상을 드높이고 천문기기 분야의 후진 양성에도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의 전파관측 시설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
니라 ALMA, JCMT(James Clerk Maxwell Telescope)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망원경에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SRAO 전파망원경의 경쟁력은 많이 낮아진 편이다. 앞으로 다중
피드 수신기와 이에 상응하는 광대역 전파분광기를 개발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대규모 탐사 관측 프로젝트의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제2의 도약을 준
비하고 있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한국천문연구원은, 대덕전파천문대 14m 망원경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쌓아온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파관측 시설로 mm 대역 VLBI 시스템 건설을
계획했다. 2001년 예산 확보에 성공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이 바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VN) 건설’ 사업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1년에서 2008년까지 8년에 걸쳐 230억 원

의 예산을 들여 구경 21m의 전파망원경 3기를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탐라대학교에 각
각 건설했다. 또 2006년에서 20010년 사이에 총 1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4개
의 주파수(22, 43, 86, 129GHz) 대역을 한꺼번에 관측할 수 있는 동시관측 수신 시스템과
한일공동 VLBI 상관기를 개발했다.
2007년에 KVN 울산망원경으로 첫 전파신호 관측을 시작하고 이어서 2008년에는
KVN 연세 망원경과 일본 VLBI 시스템인 VERA와 22GHz에서 첫 VLBI 프린지 검출
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KVN을 구성하는 세 사이트 사이의 프린지 검출에도
성공했다. 2011년에는 4주파수 동시관측 수신 시스템을 이용한 첫 단일경 관측 결과를 얻
었고, 2012년에는 성공적으로 간섭무늬를 검출했다. KVN은 건설 초기부터 일본국립천
문대의 VLBI 관측망인 VERA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KVN과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metry)는 프린지 검출 및 성능 시험관측을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2012년부터는

KaVA(KVN and VERA Array)라는 이름으로 공동 VLBI 연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KVN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22, 43, 86, 129GHz 대역을 동시에 관측하는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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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동시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mm VLBI 관측에서 가장 큰 걸림돌
인 대기 요동에 의한 빠른 위상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KVN의 이와 같은 장점이 세계적
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스페인의 전파망원경도 KVN의 동시 다주파수 준광
학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2008년부터 KVN의 전파망원경들을 단일경으로 활용해서 VLBI 관측 대상에 대
한 탐사 관측과 모니터링 관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10여 편의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다.
2012년에 KVN을 활용한 첫 VLBI 논문이 나왔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43GHz에서
프린지 검출 천체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 천체들에 대한 탐사 관측을 수행하여 기존에 알
려진 프린지 검출 천체 개수를 150개에서 약 800개로 5배 정도 늘릴 수 있었다. 2013년에
는 동시 다주파수 위상보정 기법을 적용해 129GHz에서 이전에는 검출할 수 없었던 약한
천체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2014년에는 동시 다주파수 위상보정 기법을 이용해
만기형 별에서 나타나는 물 분자 메이저와 일산화규소 메이저의 상대 위치를 mas의 정밀
도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KVN의 동시 다주파수
위상보정 방법이 약한 천체의 검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파장에서의 상대 위치를 정밀하
게 결정해 줌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한편, KVN의 짧은 기선의 특성을 이용해 20여 개의
별 탄생 영역 주변에서 44GHz 메탄올 메이저의 프린지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대
상에 대해 KaVA를 이용하여 메탄올 메이저에 대한 mas 수준의 VLBI 관측 이미지를 최
초로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KaVA를 활용한 첫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KVN은 2012년부터 국내 사용자에게 VLBI 연구관측 시간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권 연구자로 확대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일상관센터
한국천문연구원은 2004년부터, “초고속우주전파영상합성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KVN
의 자료를 처리할 VLBI 상관기 개발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일본국립천문대는 우주 VLBI
망원경(VSOP-2)에 필요한 새로운 VLBI 상관기를 구상하고 있었다. 한편 KVN 건설 초
기 단계이던 2002년에 일본은 3차원 은하지도 작성을 위해 건설한 VLBI 시스템 VERA
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천문연구원과 일본국립천문대는 KV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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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를 연결하는 공동 관측을 수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
본 측은 한국, 중국, 일본의 VLBI 망원경과 우주 VLBI 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상관 처리
할 수 있는 대형 VLBI 상관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5년에 대형 VLBI 상관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대용량의 VLBI
상관기를 개발해 왔다. 한국은 이 기간에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관처리 시스템의
본체와 상관처리 자료 저장 서버를 개발했으며, 일본은 VLBI 자료 버퍼 시스템을 개발했
다. 한일공동 VLBI 상관기 개발이 마무리되어가던 2010년, 한국천문연구원과 일본국립
천문대는 한일상관센터를 설립하고 그 개소식을 2010년 5월 13일 서울에서 가진 다음 공
동으로 한일 공동 VLBI 상관기 운영을 시작했다. 2012년 KVN 건설을 위해 서울 연세대
학교에 있던 KVN 본부와 함께 상관센터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고, 그 후 한일 공동
VLBI 상관기는 ‘대전상관기’로 불리고 있다.
대전상관기는 한국(KVN)과 한일(KaVA) 간 및 동아시아권(EAVN)의 최대 16개 관측
국에서 생성되는 8Gbps(= 4 × 2Gbps) 용량의 자료를 상관처리할 수 있다. 이 상관처리 속
도는 VLIB 상관기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 구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전상관기는 우주 VLBI 망원경 자료의 상관처리까지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연 보상 최대 0.12초, 기선 속도 보상 7.5km/sec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대전상관기의 상관처리 자료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2013년 하반기부터 한일상관센
터는 KaVA의 공동 VLBI 연구관측 자료에 대한 상관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과 JVN(Japanese VLBI Network)의 망원경까지 포함한 EAVN 시험관측 자료의 상관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일상관센터는 EAVN의 주 상관기인 대전상관기를 기반으로 아시아지
역 VLBI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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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연구 기기

15. 인공위성

•우리별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에서 시
작되었다. 지난 2014년 10월 18일 작고하신 고 최순달 박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대학교
(KIT, KAIST로 통합되기 전 명칭)의 교수와 학생들이 위성개발을 위해 1989년 2월 KAIST

내에 SaTReC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1990년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용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별 1호는 영국 서리 대학(Surrey University)
의 UoSAT-5의 본체를 기반으로 하여 1년 8개월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1992
년 8월에 발사되었다. 우리별 2호의 개발은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발사 3개월 후부터 시
작되었다. 개발 기간은 1993년 7월까지 총 10개월이었으며 개발 예산 약 30억 원이 소요
되었다. 우리별 1호 및 2호는 모두 무게가 50kg 미만인 초소형위성으로, 저해상도 및 고해
상도 지상관측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특히, 우리별 2호에는 민경욱, 최영완, 신영훈 회원
들에 의해 개발된 저에너지 입자검출기가 실렸다. 저에너지 입자검출기는 지구 주위 우주
공간에 널리 산재하는 우주선 입자(양성자, 전자, 중이온 등)와 오로라 발생지역의 저에너지
입자의 세기를 측정하고 연구하기 위한 장비였다.
우리별 3호의 위성개발 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5월까지 약 4년이었으
며, 총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위성체의 크기도 110kg으로 우리별 1호, 2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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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로 증가했다. 우리별 3호는 우리별 1호 및 2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독
자적으로 설계・개발된 우리나라 고유의 최초 인공위성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즈음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및 우주개발 산업은 점차 과학기술부에서 전담하게 되고 항공우주
연구원도 실용급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별 3호에는 고에너지 입자검출기, 정밀 지구 자기장 측정기 및 전자온도 측정
장치, 정밀 자기장 측정기 및 우주환경에서의 반도체 소자 영향 측정기 등의 우주과학 탑
재체가 실렸다. 우리별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과의 임무 중복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기술위성 및 차세대 소형위성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추진된 과학기술위성 시리즈의 첫 번째 위성인 과학기술
위성 1호는 우리별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1998년
10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우리별 2호와 3호에는 비교적 소형의 우주과학탑재체가 실
렸다면, 본격적으로 천문학 연구를 위해 인공위성이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과학기술위
성 1호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위성 1호

과학기술위성 1호(STSAT-1)의 개발 기간은 1998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5년 3개
월간이며, 총 연구비는 약 117억 원이었다. 과학기술위성 1호의 크기는 가로 66.5cm, 세로
68.5cm, 높이가 83.0cm이고, 무게는 약 106kg이다. 2003년 9월 27일 러시아의 COSMOS
발사체에 의해 발사되었다.
과학기술위성 1호의 주탑재체인 FIMS (Far-Ultraviolet Imaging Spectrograph)는
KAIST, 한국천문연구원,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Berkeley)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FIMS는 원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천체관측을 위한 기기이며, 극지방
의 오로라 현상을 관측하는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부탑재체로는 우주입자환경 연구
를 위한 우주물리탑재체(SPP)가 실렸다. SPP는 열전자를 측정하기 위한 랑뮤어탐침(LP)
과 오로라 발생에 관련된 keV 대의 전자들을 측정하기 위한 저에너지 입자검출기(ESA),
M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측정하기 위한 고에너지 입자검출기(SST) 및 자기장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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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등으로 이뤄졌다.

FIMS 연구팀은 과학기술위성 1호의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캘리
포니아 주립대학과 함께 FIMS의 개념 설계, 기본 광학 설계를 준비하고 가능성을 탐색했
으며, 과학기술위성 1호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SaTReC의 위성 본체 개발팀과 함께 미
션 정의, 운용 방침, 광학부, 기계부, 전자부의 설계 및 개발을 담당했다. FIMS의 광학계
는 분광관측을 위해 반사형 타원 회절격자를 활용했으며, 슬릿 앞부분에 빛을 90도로 반
사시켜 주는 비축 포물 원통 반사경을 추가함으로써 집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비축 포
물 원통 반사경은 천문 관측용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부품이었으며 제작은 물론 정밀도 측
정을 위한 방법까지 모두 국내에서 새롭게 고안했다. FIMS의 검출기는 MCP(microchannel plate)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제작했고 한국이 위치 검출을 위한 고분해능

지연선 검출회로 등을 개발했다. FIMS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민경욱, 한원용, 남욱
원, 박장현, 육인수, 진호, 선광일, 이진근, 유광선, 이대희, 임여명, 김일중, 신종호, 박성준
회원 등이다. 2004년 11월경부터 인공위성의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해 간헐적으로 관측을
시도하다가, 2005년 5월 후부터는 더 이상 관측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FIMS는 L밴드(1350~1750Å)와 S밴드(900~1150Å)의 두 파장대역에서 영상과 분광
관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미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전체 하늘의 약 80%
를 탐사했다. FIMS의 주요 과학 목적은 우리은하에 존재하는 105~106K의 고온기체에서
방출되는 C IV(1548, 1551Å) 및 O VI(1032, 1038Å) 방출선을 관측함으로써 우리은하 고온
기체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FIMS의 분광 분해능은 λ/Δλ~550, 공간
분해능은 5각분이다. 시야각은 L밴드는 8도×5분, S밴드는 4도×5분이다. 8도 방향이 슬
릿의 장축에 해당하며 슬릿에 수직인 방향으로 황도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훑는 방식으로
하늘을 관측했다.
FIMS의 초기 관측 결과는 2006년 6월 ApJL(Astrophysical Journal Letters) 특별호로 발간
되기도 했다. FIMS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한 천체들로는 돛자리 초신성잔해, 백조자리 초
신성잔해인 시그너스루프(Cygnus Loop), G65.3+5.7, RCW 114, 펌프자리 초신성 잔해, 오
리온-에리다누스(Orion-Eridanus) 성운, Loop-I/North Polar Spur, Monogem 링, 스피카
(Spica) 주변의 이온화된 기체, 용자리 성운, 황소자리 성운, 뱀주인자리 지역 성운, 독수리

자리 별 탄생 지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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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성 3호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는 우리나라의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려 발사되었으나 천문학
또는 우주과학 관련 탑재체는 실리지 않았다. 과학기술위성 3호(STSAT-3)는 2006년 12월
개발에 착수했다. 당초 2011년 11월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과 드네프로(Dnepr) 발사
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의 연기 끝에 2013년 11월 21일 발사되었다.
발사 이후 3개월간 초기운영을 실시한 뒤 2014년 3월부터는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 탑제체인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MIRIS: Multi-purpose IR Imaging System)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개발했다. MIRIS는 우주관측카메라와 지구관측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관측카메라는 0.9~2μm의 파장 대역에서 근적외선을 관측하며, 이를
이용해 우리은하 평면 Paα(1.87μm) 적외선 방출 및 황도 극지방 근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Paα를 이용한 우리은하 평면 관측은 우리은하의 중온 이온화 성간
물질의 기원을 규명하고 성간난류의 물리량을 조사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황도 극
지방 근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은 우주 재이온화시기 종족 III 별들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차세대 소형위성

과학기술위성의 후속인 차세대 소형위성(주관기관: 인공위성연구센터) 1호 NEXTSat-1은
우주폭풍 연구와 별 탄생 연구의 두 가지 과학임무를 가지고 있다. 주 탑재체의 임무는 우
주방사선, 이온층 등 다양한 우주물리량 관측을 통해 태양풍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요동현상인 우주폭풍 연구 등을 수행한다. 부탑재체는 별 탄생 연구를
위한 근적외선 영상분광기 NISS이다.
NISS는 2012년 말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MIRIS
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되는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근적외선 영역에서 영상과 분광을
동시에 획득하는 영상분광기로 제안되었다. 파장 범위는 근적외선 대부분을 포함하는
0.9~3.8μm, 파장분해능은 저분산으로 λ/Δλ~20 정도이며, 전체 시야는 2도×2도로 4평
방도를 관측할 수 있다. 주경은 15cm이고, 비축 광학계 설계로 부경을 통한 광손실을 최
소화해 최대한의 감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저분산 분광을 구현하기 위해 LVF
(Linear Variable Filter)라는 선형분광필터를 적용했다. 기존 MIRIS에 비해 주경의 크기가

커지고 저잡음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분광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NISS는 M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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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대역 필터 관측과 비슷한 감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과학임무는 먼 우주에
서의 별 탄생 흔적이라고 여겨지는 근적외선 우주배경복사 연구와 가까운 우주에서의 별
생성 활동 연구가 있다. 근적외선에서 관측되는 우주배경복사는 먼 우주 초기에 생성되는
별/은하들로부터의 극미광이라고 추정되며, 거대 규모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NISS
는 이러한 적외선 우주배경복사를 저분산 영상분광으로 먼 우주의 시간 간격에 따라 어떻
게 거대구조가 진화해 가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가까운 은하들/은하단, 별 탄생 영
역 등에서도 별 생성과 관련된 활동들이 근적외선 분광선으로 나타난다. NISS는 지상에
서는 관측이 어려운 Paα,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H2O와 같은 별 탄생과 관
련된 분광선들을 관측하여 가까운 우주에서의 별 생성 활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분광선들은 다른 별 생성 인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별 생성에 대한 정확한 검·보정을 수
행할 계획이다.

•갈렉스
갈렉스(GALEX: Galaxy Evolution Explorer) 미션은 우리나라와 미항공우주국(NASA) 간의
최초의 공식 공동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공과대학, NASA 제트추진연구소, 한국의 연세
대학교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CSA: Center for Space Astrophysics) 등이 참여해 개발한 자
외선 우주망원경이다. 2003년 4월 28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페가수스 로켓에 의해 성공
적으로 발사되었다. GALEX의 주요 과학임무는 적색이동(z) 2까지 우주 내 별 형성 역사
탐구, 자외선 전천탐사, 그리고 한국 측이 주도한 조기형 은하의 자외선 방출 기원 및 룩
백타임(look-back time) 진화에 대한 연구 등이었다. 한국 측이 담당한 임무는 주로 과학 탑
재체의 개발과 성능 검사, 비구면 광학계 개발, 발사 후 궤도 운영과 관련된 핵심 소프트
웨어 개발, 우주망원경을 사용한 과학임무의 개발과 수행, 그리고 우주망원경 관측 자료
의 자동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또한 은하의 자외선 관측 자료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진화종족합성모델 개발을 수행했다. 한국 측 GALEX 연구팀의 핵심 참여자는 이영
욱, 이석영, 김석환, 변용익, 이수창, 이재우, 지명국, 윤석진, 이창희 회원 등이다. 한국 측
연구자들이 주도한 GALEX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타원은하에서의 최근 별 형
성 증거 발견, 타원은하의 자외선 진화 검출, 그리고 M31 구상성단계의 자외선 관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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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X는 FUV 밴드와 NUV 밴드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4월, 발사 후 10년 동
안의 성공적인 임무를 모두 종결했다. 주요 관측모드는 All-sky Imaging Survey, Medium Imaging Survey, Deep Imaging Survey, Nearby Galaxy Survey, 그리고 분광탐사인
Medium Spectroscopic Survey로 나뉜다. GALEX의 관측 자료는 MAST(Multimission Archive at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를 통해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MAS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R7까지 공개되어 있다.

•CINEMA
CINEMA(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MAgnetic field) 프로젝트는 한국의 경희대학교
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UC Berkeley와 함께 공동
으로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샛, CubeSat) 3기를 개발하여 발사한 우주탐사 계획이다. 시네마
1호는 2009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 9월 14일 발사에 성공했다. 2013년 11월 21일에
는 시네마 2기(CINEMA 2, KHUSAT-01) 및 3기(CINEMA 3, KHUSAT-02)의 발사에 성공
헸다. 시네마는 태양풍에 의한 지구 영향과 지구 근접 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고, 새
롭게 발견되고 있는 중성입자 분포 측정과 우주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됐다. 크
기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4cm, 무게 3.1kg으로 초소형 위성이지만, 총 3기의 다
중 위성을 활용하여 우주환경을 입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2014년 11월 28
일 운용 종료하였다.

•기타 인공위성 및 로켓
과학로켓 및 다목적 실용위성

지상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파장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인공위성 외에 로켓을 활용한
천문학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철성, 남욱원 회원 등은 1995년부터 3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1997년 한국 최초의 천문관측 탑재체인 X-선 검출기를 개발했으
며, 그 결과물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과학로켓 2호에 탑재되어 발사했다. 과학로켓
3호에는 오존 측정기 및 전자환경 측정기 등의 우주과학 탑재체가 실렸다. 다목적 실용위
성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민경욱 회원 팀이 개발한 우주과학센서가 실려서 이온층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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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의 불균일 현상 등을 연구했다.

CIBER
우주 태초에 생성된 최초의 별 및 은하들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이 관측
되지 않고 적외선 영역의 우주배경복사로만 관측된다. CIBER(Cosmic Infrared Background
Experiment)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NASA/JPL,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일본의 JAXA/

ISAS 등과 함께 공동 개발한 적외선카메라 시스템으로 NASA 과학로켓에 탑재되어 관측
을 수행했다. 근적외선(1~2μm) 영역에서 두 대의 광시야카메라 및 저분산분광기, 그리고
고분산분광기로 구성되어 있는 CIBER는 1차(2009. 2), 2차(2010. 7), 3차(2012. 2)에 걸쳐
미국 뉴멕시코 주 화이트샌드 미사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최종 4차(2013.
6)가 미국 버지니아 주 왈롭스(Wallops)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네 차례의 발사를 거쳐

황도광 관측 연구 논문을 ApJ(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했으며 그 밖에 네 편의 시스템 논
문을 ApJS(Astrophysical Journal Supplement)에 2013년에 발표했고, 2014년에는 적외선우주배
경복사 공간 요동의 비등방성에 관한 논문을 Science 저널에 게재했다.

AKARI
AKARI(Astro-F)는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산하 우주과학연구소(ISAS)가 중심
이 되어 추진된 일본의 두 번째 적외선 우주망원경이며, 한국은 서울대학교(책임자: 이형목)
주도로 한국천문연구원, 강원대학교 등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AKARI의 대표적인 임무
는 탑재된 두 개의 적외선 관측기기를 이용해 6개의 관측밴드로 9~180μm 대역에서 전천
을 탐사하고, 포인팅 관측을 통해 영상과 분광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AKARI는 2006
년 2월 21일에 M-V 로켓으로 발사되었으며, 약 550일 동안은 냉각 상태에서 관측을 수
행했고, 냉각을 위한 헬륨가스가 소진된 이후에는 근적외선 영역에서만 분광과 영상 관측
을 수행했다.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천문학자들은 관측 자료 이용이 가능했으며,
일본 천문학자들과 함께 미션 프로그램 혹은 오픈관측시간 프로그램의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도 참가했다. AKARI는 기존의 적외선 전천탐사위성인 IRAS보다 좋은 감도
와 높은 공간분해능으로 보다 넓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통해 전천을 탐사했으며, 다양한
지역에 대한 포인팅 관측 및 황도 북극/남극 탐사 관측을 통해 많은 과학적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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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L, MTEL-2, UFFO
성균관대학교 박일흥 회원 팀은 광시야각의 Zoom-in 및 추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신
개념 초소형 추적우주망원경 MTEL(MEME Telescope for Extreme Lightning)을 2009년 러
시아 인공위성 타티아나(Tatiana)-2에 실어 발사했다. 2014년 7월 19일에는 MTEL-2가
러시아 인공위성 렐렉(RELEC)에 탑재되어 소유즈-2 로켓으로 발사됐다. 이 망원경은 최
첨단 반도체 및 MEM(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MTEL
의 목적은 고에너지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섬광을 측정하고 우주선
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크기가 한층 커진 중형 추적우주망원경인
UFFO(Ultra Fast Flash Observatory)를 로모노스프(Lomonosov) 인공위성에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다. UFFO의 임무는 감마선폭발과 같은 극한 우주 폭발 현상의 정밀 관측과 규명
이다. NASA Swift 인공위성에서도 관측할 수 없는 감마선폭발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
다. UFFO는 MTEL과 마찬가지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거울로 목표물을 보기 때문에 1
초 이내에 방향 전환이 가능해 감마선 폭발 현상을 초기 순간부터 촬영할 수 있다.

•맺는말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인공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의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적외선, 자외선 천문학에서 우주선 연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천문학 및 우주과학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
리가 주도하는 과학임무와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우리에게 공
동 연구를 앞 다퉈 제안하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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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연구 기기

16. 계산천문

국내에서 계산천문 분야 연구는, 2000년대 초반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연구원에 고
성능 클러스터가 설치된 시점부터 활성화되었다. 그 이후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이들을 계산천문 분야 연구에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는 주로 위 기관들의 클러스터 도입의 역사와 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기술하겠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의 중・대형 전산기의 최초 도입은, 1986년경 정부 출연기관으로 직
제가 개편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무렵 SUN3-280 기종의 도입 계획을 세웠고, 실제 설치는 1989년 연구소가 대
덕연구단지로 이전한 직후였다. 25MHz CPU와 최대 32M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메모리
를 갖고 있는 이 서버는, 그 당시의 PC 메모리보다 월등히 컸기 때문에, 계산할 때 메모리
가 많이 필요해서 PC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이 서버는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당시 5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의 파일 서버, 네트워크
서버 및 천문계산 서버의 역할도 같이 수행했다. 1992년 말에 연구전산망(KREONET)을
통해 56Kbps의 속도로 인터넷에 최초로 연결되었으며, 1996년에는 2Mbps로 속도가 향
상되었다. 그리하여 SUN3 서버는 외부 네트워크 및 메일 서버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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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때 SUN3로 이메일, 텔넷(telnet), ftp 등의 간단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직원 수의 증가와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의 폭주로 SUN3 서버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93년경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버를 SPARC Server 670MP로 교
체하게 된다. 50MHz의 CPU 4개를 갖고 있는 이 서버는 SUN3에 비해 계산 속도가 10
배 이상 빨랐다. 이 서버의 도입으로 천문계산뿐만 아니라, 그래픽 처리 등에 있어서 그
동안 겪어야 했던 불편한 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1999년 천문연구원 기본 연구
동(현 세종홀)의 완공과 더불어, 연구소 내부 백본의 속도는 1Gbps, 워크스테이션이나 PC
는 100Mbps로 증속되었다.
2000년대 초 연구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슈퍼컴의 성능에 육박하는 천문계산
능력을 가진 PC 클러스터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종수 회원은 2002~2003년에 걸쳐서, 세종대학교의 ‘우주구조와 진화 연구센터’의 연
구비와 한국천문연구원 내부 연구비 약 1.8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천문 관련 수치계산
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병렬 PC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우리 천문학계에서는 최초로 이
룬 이정표적 사건이었다. 2002년 델 회사의 파우어에지 2650 서버 16대로 클러스터 구축
을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서버 모델로 2003년에는 32대, 2004년에는 성능이 조금 향상된
서버 16대를 더 증설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총 64대의 PC와 128개의 제온 프로세
서, 128GB의 메모리, 2TB 저장 공간, 기가비트 스위치로 이뤄진 PC 클러스터의 구축을
완료했다. 구축된 PC 클러스터를 이용해 한국천문연구원 내부 연구자들은 성간매질의 난
류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자기유체역학 계산, 외부은하의 화학적 진화를 따라가는 모형 계
산, 원자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우주선 관측 자료의 전 처리, 그리고 GPS 관련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었다. 대학 소속의 외부 연구자들은, 원시 구상성단의 생성에 관한 연구와 은하
중심에서의 항성역학 연구 등에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서 2003년에는 외부 사용자에게 원
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 속도도 T3급인 45Mbps로 증설했다. 그림
3-17은 48대로 구축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제1세대 PC 클러스터의 모습이다. 현재 이 클
러스터는 노후화로 폐기처분된 상태다.
2007년 작은 규모의 제2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클러스터는 5년이 지나
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다. 2002년부터 구축된 제1기 클러스터는 2007년에 와서 경쟁력
을 거의 상실했다. 특히, 서버 자체의 동작이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데다가 냉각에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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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한국천문연구원 제1세대 고성능 클러스터

그림 3-18 한국천문연구원 제3세대 고성능 클러스터

한 전기 소모가 있었다. 2007년부터 2년에 걸쳐서 총 160개의 코아를 갖는 제2기 클러스
터의 구축이 완료되었다. 제2기 역시 위에서 언급한 천문계산 분야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
2013년 후반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제3세대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 이 클러
스터를 구축하게 된 동기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자료의 상관처리와 천문계산
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스템은 총 36대의 서버(592개의 코아와 1776GB 메모리)와
FDR(56Gbps) 인피니밴드 스위치, 그리고 1000TB의 가용 디스크 공간을 갖고 있다. 특히
이 클러스터는 KVN, ALMA(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등 전파 간섭계
의 대용량 자료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러스터(lustre) 파일 시스템에 기반을 둔 스토리지를
갖추고 있다. 2013년 구축된 이후, KVN 상관처리, 우주론 수치 계산, 성간 난류, 은하역
학, 우주과학 자료 분석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3-18에서 한국천문연구원에 구
축된 제3세대 클러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등과학원
국내에서 수치계산을 통해 우주론 연구를 수행하기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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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장비가 고가여서 대학에서
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우
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환경이 2003년
박창범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고등과학원으로 이직하면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고등과학원은 기초과학 이론연구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훌륭했기 때문에 국내 우주론 연구 분야는 연구비와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론 및 거대구조 계산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
다.
박창범 교수는 이직 첫 해에 천문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Quest를 구축했
다. 이 클러스터는 대용량 계산과 고속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기 때문
에, 비로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IBM Regatta 시
스템)에서 수행된 세계 최대급의 우주론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져와 연구·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셈이었다. 초기의 천문 연구 그룹은 5~6명의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되었
고, 이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거대구조 관측(SDSS)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해 은하의 성질과 형성 과정, 우주거대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의 물
리적 성질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김주한 교수가 핵심이 되어
KISTI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2005년도와 2008년, 그리고 2011년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거대구조 시뮬레이션을 연달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등과학원의 계산 장비로 훌륭
하게 분석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천문학계는 국내 우주론 연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
리 알릴 수 있었다.
한편 거대수치계산을 통한 국내의 우주론 연구는 2010년에 재도약의 계기를 맞
게 된다. 이 해에 박창범 교수가 고등과학원 내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KIAS Center for
Advanced Computation)를 설립한다. 이 센터의 연구 조직은 센터장인 박창범 교수를 비롯

해 7명의 고등과학원 교수진과 천문분야 김주한 교수를 포함한 영구직 연구교수 2명, 그
리고 지원인력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 면에 있어서 기초과학 계산연
구를 위한 국내 최대의 조직이 탄생한 셈이다. 센터 설립 당시 슈퍼컴퓨팅 환경이 급변하
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GPU(Graphic Processing Unit) 카드를 이용한 대형 과학계산 수
행을 위한 GPU 클러스터를 도입했던 것이다. 이 계산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과학계산 능력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한다. 이에 따라서 고등과학원의 거대수치연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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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고등과학원 천문 연구그룹이 주로 사용 중인 클러스터 현황
계산속도

Processor

Tflops1)

(clock speed)

RAM/
노드

네트워크

64(256)

2.66

Opteron 285
(2.5GHz)

16G

Myrinet

Gpu

24(430084)

49

Xeon E5640
(2.66 GHz)

48G

Infiniband QDR

2011

Annapurna

91(1092)

11.7

Xeon X5650
(2.67 GHz)

72G

Infiniband QDR

2013~20145)

Baekdu

94(1880)

32.3

Xeon E5-2660V2
(2.2GHz)

128G

Infiniband FDR

종류

구축 연도

명칭

노드(코어)

CPU

2003~20062)

Quest

GPU

2010~20133)

CPU
CPU

주: 1) Linpack 테스트를 통해 얻은 계산속도
2) 2003년에 도입한 1차 시스템을 2006년에 새로이 업그레이드했다.

년에 처음 도입했고, 2013년도에 클러스터의 고속 내부 통신을 위해서 Infiniband를 설치하고 노드당 메모리를
3) 2010
24TB에서 48TB로 확장했다.
4) 총 GPU 코어 수다. 계산 노드들에 설치된 GPU 카드는 총 96장이다.
5) 2014년도에 Baekdu 계산 노드들을 66개에서 94개로 확장했다.

국내외의 기초과학 계산 연구를 선도할 수 있게 된다.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가 출범한 이후에 천문그룹은 KISTI 슈퍼컴퓨터(타키온 시스
템)를 이용해서 세계 최대 우주론 시뮬레이션(Horizon Run 3)과 이에 버금가는 시뮬레이션

들(Horizon Run 2, Horizon Run 4)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고등과학원과 KISTI를 연
결하는 10Gbps급의 첨단 연구망을 통해서 계산센터의 대용량 병렬 디스크 스토리지(총
용량 830TB)로 가져와 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이러한 대용량 과학계산 분야에서의 국내 기

관들 사이의 협업(KISTI는 대형 슈퍼컴퓨터를 개발・보유하고, 연구기관은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
한 툴 개발과 결과 분석 작업을 위한 중규모 클러스터 보유)은 국가전산장비의 상호보완성과 효

율적 활용에 있어서 국내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과학 연구의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는, SDSS DR7 관측 데이터를 미국 버클리 대학
의 서버에서 가져와 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진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내뿐만 아
니라 세계 우주론 학계에 파급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고등과학원의
계산천문 분야 공동 연구진에는 박창범, 김주한, 최윤영 교수(경희대), 칭앙밤(P. Chingangbam) 교수(IIA), 황정선 박사(경희대), 벤야망 뤼이리예(Benjamin L’Huillier) 박사, 홍성욱 박

사, 샤오-동 리(Xiao-Dong Li) 박사가 있다. 이들은 계산센터에 있는 클러스터들 중에 4대
의 대용량 고속 클러스터(표 3-5 참조)를 주로 사용하여 우주론 모형 검증과 우주배경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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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거대수치계산센터의 개소식 사진. 앞줄 좌측에서부터 김종수 박사, 박창범 교수(센터장), 김두철 원장(당
시), 금종해 부원장(당시), 김정욱 전임 원장(초대~2대), 그리고 고병원 교수가 차례로 서 있다.

시뮬레이션, 우주거대구조 형성, 그리고 은하 형성과 진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고등과학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는 7,000개가 넘는 CPU 코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계산연구 장비의 수명이 짧다는 특성 때문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는 해외
의 계산센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이고 있다. 센터 내의 고성능 클러스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등과학원 내외의 연구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현재 120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매년 40편이 넘는 기초과학 연
구논문들이 출판되고 있는 등, 슈퍼컴퓨팅을 이용해 기초과학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계산센터는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매년 6월에 정기적으
로 병렬슈퍼컴퓨팅 여름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원생 100여 명을 대
상으로 병렬프로그래밍 교육을 수행하고, 각자 연구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고등과학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에 관한 자세한 소개 및 자료는 홈페이지
(http://cac.kias.re.kr)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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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는 2004년 2월에 처음으로 PC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이 제1기 클러스터는 경희대학
교 국제캠퍼스 내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자
문을 우주과학과로 구해 오기도 했다. 제1기 클러스
터는 2005년 7월까지 꾸준히 증설되어 펜티엄 4(single
core) 9대, 펜티엄 D(dual core) 4대 등, 총 13대로 구성

되었다. 제1기 클러스터는 2009년경까지 활발히 사용
되었으며, 주로 은하역학과 공간물리 등의 수치실험에
이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① 은하 중심부에서
의 고밀도 분자구름 지역의 형성과 그에 따른 폭발적

그림 3-20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 설치된 PC 클
러스터(224개 코어, 400GB 메모리)의 모습

별 생성, ② 3축 구조의 헤일로를 가진 은하에서의 원
반 뒤틀림(warp) 현상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제2기 클러스터는 2009년 11월에 한 대의 서버와 10대의 노드로 구축되기 시작하
여 2014년 현재 총 22대의 노드에 이르도록 계속 증설되고 있다. 제2기 클러스터의 노드
는 모두 랙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어의 개수는 노드당 8~12개, 노드당 메모리는
16~24GB다. 2014년 11월 현재 코어의 총 개수는 224개(모두 Xeon CPU), 메모리의 총 양
은 400GB다. 제2기 클러스터는 우주론 시뮬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현재 주로 우
주론적 은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달 표토에서 반사되는 빛
의 편광 현상을 광선 추적 기법으로 연구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전공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전공은 계산 장비로 20대의 서버와 9기의 작은 규모의 클
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클러스터의 이름, 노드와 코어의 수, 노드당 램과 하드디스
크의 크기, 관리자, 도입 연도는 표 3-6과 같다. 그리고 그림 3-21는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클러스터는 다양한 상황의 수치 모의실험 및 관측 자료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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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전공 보유의 계산용 클러스터 구성 내역
이름

노드 수

코어 수

램/노드

하드디스크

종류

도입 연도

subways

4

16x2.4GHz

2GB

2.6TB

CPU

2001년

CEOU

1

8x2.9GHz

64GB

30TB

CPU

2008년

astrogpu1

1

12x2.4GHz

24GB

0.9TB

GPU

2009년

astrogpu2

4

20x2.4GHz

12GB

1.9TB

GPU

2010년

astrogpu3

1

16x2.4GHz

12GB

0.9TB

GPU

2011년

Aamd1

1

16x2.2GHz

128GB

1.7TB

CPU

2009년

Aamd2

1

16x2.2GHz

128GB

1.7TB

CPU

2009년

Zenith

11

88x2.5GHz

8GB

2TB

CPU

2010년

Gmunu

14

214x2.2GHz

64GB

8.8TB

CPU

2013년

그림 3-21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전공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모습

울대학교에서는 주요 연구로 구상성단의 동력학적 진화, 은하중심에 있는 항성핵의 동력
학적 진화, 암흑물질에 의한 성단의 동력학적 마찰, 중성자별 진화의 상대론적 수치계산,
기체매질의 동력학적 마찰, 은하면에서의 전역적 별 형성률, 나선 충격파의 형성 및 비선
형 진화, 나선막대은하의 자기유체역학적 진화, 나선팔의 꼬임불안정의 비선형 진화, 나선
팔과 막대의 기체 하부구조 형성, 나선막대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핵고리에서의 별 형성,
성간기체 증발면의 불안정, 전리수소영역에서의 이온화 전선의 비선형 팽창과 성간먼지
의 역할 등의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계산 천문학 분야의 발전 역사를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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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 전용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시점 이후부터 한국 계산 천문학의 발전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는 연구
소뿐만 아니라 천문학 관련 여러 대학에서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
다. 즉,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에서도 클러스터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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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천문연구원

•국립천문대 시기(1974~1986)
국립천문대 설립 건의와 설립 5개년 계획

1965년 한국천문학회의 창립 이후 국립천문대 건설을 위해 많은 천문학자의 노력이 있었
다. 한국천문학회 소속 5명의 천문학자(심운택, 이은성, 이철주, 유경로, 현정준)는 과학기술을
지원할 행정기관이 곧 창설될 것을 예상하고 1967년 2월 4일 “국립천문대 설치에 관한 건
의서”를 작성하여 김원태 무임소 장관을 만나 제출하면서 천문대 건설
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1967년 4월에 출범한 과학기술처는 천문학회의 건의서를 이송받
아 그해 8월 국립천문대설립위원회 규정을 과학기술처 훈령으로 제정
하고 다음 해인 1968년 3월에는 대통령령 3399호로 제정・공포했다. 당
시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천문 관련
전문위원(서용화, 심운택, 위상규, 유경로, 윤세원, 이은성, 이철주, 조경철, 현정
준)으로 구성되었다. 설립위원회는 국립천문대 설립 5개년(1968~1972)
그림 4-1 국립천문대 설치 5
개년 계획서. 국립천문대 후보
지 현지답사 보고서 포함 총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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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천문대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두
며 5부 1과, 75명 정원을 둔 조직으로 예산은 1,189만 원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의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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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관측소 후보지 결정

과학기술처는 국립천문대 발족에 앞서, 국립천문대 설립 5개년 계획에 따라 관측소 후보
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관측소 후보지 건립을 위해 천문학 전공자 4명(박성환, 박
홍서, 우종옥, 천문석)을 천문대설립요원(주사, 공무원 4급 갑)으로 우선 채용하여 과학기술처

진흥국에 배속했다. 천체관측소 후보지 선정 작업은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경
기도 중부면 남한산성의 망덕산(542m)과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의 양자산(704m)을 후보지
로 결정했다. 박성환, 천문석, 오병렬과 박홍서 요원은 교대로 두 곳의 후보지에 대해 기상
환경과 청천일수, 야간 관측을 통한 별의 시상(seeing) 등을 조사했다.
예비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망덕산이 양자산보다 양호하다는 보고서에 따라 1970
년 3월 설립위원회는 망덕산을 천문대 관측소 후보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그 시점의 망덕
산 주변은 관측소가 들어설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망덕산 후보지는
장차 태양관측소 등을 고려해 현 상태로 보존하기로 하고 새 후보지를 찾기로 했다.
1971년 새로운 관측소 후보지 논의를 위해 설립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소백산 비로
봉이 새로운 후보지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김성삼 교수, 고려대학교 김정흠 교수, 연세대
학교 주광희 교수와 기상학자 등은 11월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현지를 답사했다. 비로봉
(1,439m)은 완만하고도 넓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천문관측소로 최적의 장소로 생각

되었다.
관측소 후보지 자문을 위해 동경천문대 오카야마 천체물리관측소의 이시다(Ishida
Goro) 부소장을 1972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초청했다. 그는 유경로 위원, 오병렬 요

원과 함께 망덕산, 소백산, 이천 318m 고지를 현지답사했다. 소백산을 답사한 이시다 부

그림 4-2 1971년 11월 13일 새로운
천체관측소 후보지 조사를 위한 소백
산 현지답사. 김성삼, 김정흠, 박성환,
심운택, 오병렬, 유경로, 이철주, 이은
성, 조경철, 주광희, 홍성안, 현정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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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비로봉의 아름다움에 반해 천문대를 건설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비로봉은 자연
상태로 보존하길 권유했고, 제2연화봉(1390m)을 천문대 후보지로 제안했다. 제2연화봉이
관측지로서의 장점도 있었기에 새로운 관측 후보지로 소백산 제2연화봉으로 확정되었다.
1972년 5월 25일 설립위원회는 이시다 부소장의 친필 보고서를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6월 7일 과학기술처 장관의 결재를 얻어 소백산 제2연화봉을 천문관측소의 새로운 후보
지로 확정했다.

소백산 천체관측소 건설

천체망원경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1968년부터 4년간 진척이 없다가 이병옥 무임소
장관의 노력으로 1972년 예산에 4,000만 원(10만 달러)이 책정되었다. 설립위원회에서는
61cm 반사망원경과 38cm 굴절망원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위원 각자의 의견 개진 후 공
개 표결을 실시해 반사망원경이 소백산 천체관측소 첫 번째 구입 장비로 선정되었다.
망원경 구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cm~75cm로 정했다. 망원경 구매를 위해 소위
원회(유경로, 조경철, 현정준)가 구성되었고 위원들은 카메라가 부착된 카세그레인(Cassegrain)식 리치-크레티안(Ritchy Chretian)형의 61cm 반사망원경을 추천했다. 설립위원회는

1972년 7월 3일 미국 볼러-앤-쉬븐스(Boller & Chivens) 사 망원경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것을 의결했다. 1972년 12월 26일 천문대 1호 망원경의 역사적인 구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 망원경의 계약은 1974년 발족하는 국립천문대 탄생의 직접적
인 원인을 제공했다.
1973년 3,800만 원의 관측소 건설 예산 확보로 시작한 건설공사는 여러 어려움을

그림 4-3 소백산 천체관측
소 준공식(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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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1974년 도로, 돔, 숙소, 전력공사까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61cm 반사망원경실 2층 돔 건물만이 지어졌을 뿐 예산 부족으로 관측
실, 연구동 등 부속 건물은 짓지 못했다. 여러 차례 기획원에 예산을 신
청하여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고 1975년 11월 연구동이 완성되
었다.
국립천문대 발족 이후 대일 청구권 무상자금(PAC)으로 광학 및
공작기기, 20cm 태양망원경이 도입됨에 따라 태양망원경 돔인 첨성관
과 공작실을 1976년 7월에 착공하여 1977년 7월에 준공했다. 이후, 정
부에서는 소백산 천체관측소 준공을 기념해 1979년 9월 첨성관 전경

그림 4-4 국립천문대 최초 『역
서』 발행(1975. 12)

과 61cm 광학망원경을 담은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소백산 천체관측소
준공은 1998년 조선일보사가 주관한 ‘건국 후 한국과학기술 업적 50선(選)’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립천문대 발족

1974년 천문대 발족을 위해 정원과 운영 예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백산 망원경 1대
운영을 목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기는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 연구직 9명을 포함해 정
원 27명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1974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7248호로 국립천문대 직제가
공포되었다. 천문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의 결실이었다. 국립천문대는 중앙관상대 업
무 중 『역서』 편찬, 태양의 적위표 계산, 일월식 계산 발표, 전국의 각 지방 일월출입 시각
계산, 음양력 대조증명 발급(민원), 민간 달력업자를 위한 월력요항 발표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았다.
국립천문대는 1974년 과학기술처 진흥국(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에서 발족하여 17
일을 머물다가 10월 1일 강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3층으로 옮겼다. 그리고 출범 1
년여 후인 1975년 7월 10일 국립천문대 초대 대장으로 민영기 박사가 취임했다.
우주전파관측소 건설

기초과학의 신규 사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1980년 전파관측소 부지 매입 예산 500만 원
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덕전파천문대 건설의 시발점이었다. 1981년 전파망원경 구
매 예산을 신청했으나 20억 원이라는 구매 비용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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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 구매 예산을 3년에 걸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국보채무부담보증예산’이라는 방법
을 통해 어렵게 사업이 이어졌다.
전파관측소 부지는 대전 화암동의 대덕연구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1983년
FCRAO 창설자를 초빙하여 화암동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전파 관측에 유리한 산의 정상
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구천문연구원 대덕 시대의 개막이 되었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사무실과 숙소 공사는 1985년으로 이월되었다. 그런데 1985년도 예산 심의 과
정에서 예정에 없던 국립천문대 이전이 논의되었고 2억 5,000만 원의 본대 건설비가 확정
되었다. 1985년 전파관측소 공사가 재개되고 본대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12월에 준공
했다. 건물이 준공되자 국립천문대는 서울 강남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에서 대덕
연구단지로 터를 옮기게 되었다. 국립천문대 11년 만에 대덕연구단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립천문대 시기의 연구 활동

국립천문대 시기에는 천문학 연구보다는 기초 조사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 1979년 이
후에서야 소백산 천체관측소가 준공되고 반사망원경과 태양망원경이 연구 관측에 활용되
기 시작했다. 61cm 망원경은 1979년부터 대학에 공개되어 공동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었
고 그 결과 1981년을 시작으로 1985년까지 5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한편, 1975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의 천문학 관심을 유도하고 천문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국립천문대가 있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옥상에서 처음으로 공개 관측회가
이뤄졌다.
초창기 국립천문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앙관상대에서 이관된 『역서』 편찬 업
무였다. 역서 업무의 이관과 함께 중앙관상대에서 역서를 담당하던 최창훈 천문연구관이
국립천문대로 이직하여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75년 12월 국립천문대의 이름으로
『1976년 역서』를 발간했다. 초기 역서의 기본 자료는 미 해군성 천문대에서 발간하는 『천
문력(Almanac)』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시기(1986~1991)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출범

국립천문대가 발족한 이래 가장 어려운 점은 우수인력 및 연구비 확보였다.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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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국립천문대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어렵다
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1985년 3월 새로 부임한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에게 천문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립천문대의 정부출연연구소 체제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986년 국립천문대가 출연연구소로의 개편이 결
정되었다.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은 국립천문대를 계승하고 우주과학 연구개발을 추가하
여 기관 명칭도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결정했다. 국립천문대는 1986년 3월 21일 직제
가 대통령령 제11,873호로 폐지되고, 다음 날인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
과학연구소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발족 당시 조직은 2관측소, 2연구실, 행정실로 편성되
었으며 인력은 연구·기술직 27명, 행정 10명, 기능 15명 등 총 52명이다. 1986년 3월 22일
김두환 박사가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에 취임했다.

보현산 1.8m 광학망원경

보현산 1.8m 반사망원경의 역사는 국립천문대 시절에 시작되었다. 대덕전파천문대 건설
이 진행되던 1984년 10월 외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1.5m급 광학망원경의 국내 제작을 목
표로 하는 ‘대형 광학 적외선 망원경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성항공이 1985년
3월 프랑스 REOSC 사와 기술 이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국립천문대
는 1985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1986년부터 5개년 사업(총사업비 14억 1,600만 원)으로
인정받았고 1986년 예산에 포함된 망원경 반사경 구입비 3억 2,200만 원을 이용해 광학망
원경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1989년 문신행 박사가 2대 소장에 취임하면서 ‘중형광학망원경 천문대 건설협의위
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거쳐 망원경의 직경을 1.8m로 변경했다. 1990년 두 번의 공개
입찰을 통해 프랑스 TELAS 사가 제시한 최저가 393만 달러로 낙찰되었다. TELAS 사와
망원경 규격과 기술요원 훈련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1990년 10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오랜 시간의 어려움을 겪은 1.8m 반사망원경은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93
년 11월 30일 보현산에 도착했다.
광학망원경 건설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자 1987년부터 천문대 후보지 선정 작업을
했다. 1차로 80여 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24곳을 1단계 후보지로 결정한
후 분석을 실시했다. 1989년 5월 중형광학망원경 천문대 건설협의위원회는 소백산, 보현
산, 덕가산, 화왕산을 2단계 후보지로 결정했다. 4개월간 실시한 현장 기상관측 자료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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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견을 취합한 결과 1순
위는 보현산이었다. 보현산이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
라 1990년 7월 연구소 운영위원 8명이 도로 개설과
천문대 건설을 위한 보현산 현지를 답사했으며 야천
광 보완 관측도 수행하여 관측 후보지로서 적절하다
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1991년 2월 5일 광학천
그림 4-5 대덕 14m 전파망원경 상량(1986)

문대 건설 후보지로 해발 1,124m의 보현산을 확정했
다.

14m 전파망원경 운영시스템 구축
1985년 안테나 골격과 레이돔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제작 책임 기관인 ESSCO 사와 협력
사의 비협조 때문에 운영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85년에 시작된 특정
연구 ‘전파망원경에 의한 관측 기술 개발’ 일부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M. Brewer)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었다. 세 번의 초청을 통해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1986년 10월 9일 최초의 전파관측 결과로서 태양과 달의 3mm 연속파지도를 작성했다.
1987년 5월에는 오리온성운에서 2.6mm 파장의 12CO 분자선을 처음으로 수신했다.
이 분자선은 대덕전파천문대 14m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한 ‘최초 수신 자료(First Light)’로
안테나 온도는 37K 정도였다.
분야별 연구 활동

1986년 출범 당시 연구원 수는 14명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40명까지 증가했다. 비록
1990년 우주공학연구실의 항공우주연구소 이관으로 연구원 수가 일시 감소하지만 꾸준
히 성장했다. 연구 인력의 증가로 연구 분야도 기존의 광학, 전파에 위치천문학, 이론천문
학, X-선 천문학 등 연구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소백산 천문대의 61cm 반사망원경을 이용한 변광성 측광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변광성 측광연구는 4~5명의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천문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1987년에는 소백산 건설 이후 처음으로 61cm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논문이 국외 학술지
에 게재되었다. 이후, 1991년까지 국외 학술지에 4편, 국내 학술지에 3편을 게재했다. 소
백산에 있던 20cm 태양망원경이 대전으로 옮겨져 태양 흑점 관측에 이용되었으며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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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14m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 1989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14m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최초의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며 총 6편의 국내 논문이 생산
되었다. 이 시기는 『역서』 발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천체력 계산 소프트웨
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시기에 신설된 우주공학연구실에서는 항공우주
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과학로켓 탑재체 연구, X-선 및 감마선 검출기 연구 등
우주과학 연구를 위한 탑재체 연구를 시작했다.

•천문대 시기(1991~1999)
통폐합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 시기

1991년 4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2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밀
진단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1991년 8월 20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재정
립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8월 21일 낮 12시에 연구소 통폐
합 뉴스가 방송되었다. 이 안에 포함된 통폐합 내용은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연구소
들은 관련 있는 커다란 연구소에 흡수시킨다는 것으로 천문우주과학연구소와 기초기술지
원센터가 표준연구소에 흡수·통합되는 것이었다.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통폐합 발표에 즈음하
여 한국 천문학계에서는 거센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
러나 학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은 원
안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과학기술처는 이사회에 천
문학자를 포함하고, 기기개발 사업을 인정하며 독자
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표준연 소장과 협의하겠
다는 약속을 했다.
1991년 9월 30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천문
대로 결정되고, 10월 17일 장관 결재를 받아 통폐합
되었다. 그나마 다행히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은 인정
되었다. 1991년 10월 민영기 교수 등 8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임명동의가 있었다. 천문
대장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박홍서 박사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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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하는 조건으로 12월 2일자로 임명되었다.
1993년 5월 15일 비록 독립법인은 아니지만 독립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로 승격되었다. 5월 18일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박승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
장, 이시우 운영협의회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
문대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부설 승격 2년 후인 1995년 6월 14일 박홍서 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직원들의 투표에 따른 추천으로 이우백 박사가 차기 천문대장으로 낙점되어
1995년 7월 5일 이사회에서 천문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보현산 광학천문대 건설

보현산천문대 건설 공사는 1991년 7월 도로 설계부터 진행되었다. 도로 공사는 1992년 8
월 2일에 착공하여 1993년 11월 산 정상까지 개통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1994년 6월이었다. 한편, 망원경동과 연구동 등 건물 공사는 1993년 8월에 착공하여
1995년 7월 15일 준공했다. 도로 및 건물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74억 원이다.
1992년 3월 돔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임시로 있다가 1993년
12월 보현산으로 운송되었다. 망원경은 1993년 10월 부산항에 도착하여 11월 30일 폭우
속에서 보현산으로 운반되었다. 운반된 1.8m 반사망원경 설치는 건물 공사가 진행되던
1994년에 시작했다. 2월에서 4월까지 돔을 설치했고, 5월에서 6월까지 망원경을 설치했다.
돔과 전자부, 광학계 등 모든 시스템의 설치는 1994년 10월에 완료되었다.

GPS 관측소 설치와 IGS 지정
GPS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위치천문연구는 1989년 정부의 ‘외화대출금 보조 사업’으로

그림 4-7 보현산천문대 준공식(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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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기와 세슘원자시계 도입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위성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관측소가 필요하여 1992년 7월 3일 KAIST 동문 근
처에 GPS 상시관측소를 개소했다. GPS 상시관측소
는 꾸준히 국제공동관측에 동참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국내 최초로 국제 GPS 관측망(IGS: International GPS Service)의 핵심 관측소로 지정되었고, 1997년

에는 IGS 데이터 운영센터로 지정되었다. 1992년
KAIST에 있던 이 관측소는 1999년 3월 국제 GPS
기준점을 본원으로 이전하여 국제 기준점 역할을 성
실히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 연구 활동과 과학문화사업

그림 4-9 한국천문과학연구원에 설치된 GPS 국제 기
준점(DAEJ)

1992년 소백산 61cm 반사망원경에 CCD(charge-coupled device)가 설치되고 이어서 1997년 1.8m 보현산망원경에 2k CCD 설치와 함께 분광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광학천문학에 큰 도약이 있었다. 그 결과 연평균 국내 논문 7편, SCI
논문 5편이 게재되었으며, 1999년에는 SCI 논문 10편이 게재되며 우수 논문 게재수도 많
이 늘어났다. 전파 분야에서는 1991년과 1994년 150GHz와 100GHz SIS 수신기 개발 등
에 힘입어 본격적인 관측과 연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연평균 국내 논문 6편, SCI 논문 6
편이 게재되었으며, 1999년에는 SCI 논문 12편이 게재되며 연구 성과 측면에서 안정적
단계에 진입했다.
한편, 고천문 분야에서는 1994년 『역서』 편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여 천측력
자료를 독자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서』 편찬의 국내 자립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는 해양조사원의 『항해력』 편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천문 분
야에서는 1997년부터 고대 천문관측 기기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1999년에 간의 제작을
시작하여 2000년 9월 완공했다. 또한 1997년에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세종
시대 천문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연구 활동과 함께 천문과학문화사업도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립천문
대 발족과 함께 개최해온 ‘천체관측회’를 1993년부터 ‘별의 축제’로 개칭하고 전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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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한국천문연구원 기본연구동(1999 완공. 현, 세종
홀)

그림 4-11 소백산 천문대 신축 전경(1999)

로 확대·개최했다. 또한 아마추어 천문가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체사진 공모전’을
1993년부터 중앙일보(1997년 이후 동아일보)와 함께 매년 주최하여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
고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교사들에게 최신 천문학의 발달상을 소개하고 교
육하기 위해 ‘교원연수’를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개최하고 있다.

본원 세종홀 건설과 소백산 신축 공사

우주전파관측소 건설과 함께 1985년에 건설되어 본대로 사용되던 전파연구동(현, 이원철
홀)은 1990년 당시 100여 명의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기본연구동 건설이 필

요한 시점이었다. 1991년 부지 매입 명목으로 7,5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여러
어려움을 거쳐 1996년 현재 건물지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후, 1997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3월에 준공했다. 건물 준공과 더불어 1999년 5월 21일 부설기관에서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우주연구기관의 독립법인, 즉 한국천문연구원으로 탈바꿈했다.
1978년 준공 이후 20년 넘게 사용하던 소백산 천체관측소의 망원경동과 직원 숙소
는 심각하게 노후되었다. 따라서 1997년 지역천문대 시설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은 두 개의 관측실(돔 직경 6m)과 연구실 및 숙소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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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 시기(1999~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출범과 발전

1999년 5월 21일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다
시 태어나며, 제1대 원장으로 이우백 박사가 취임했다. 출범 당시 인력은 75명, 연구 예
산은 35억 원 정도로 독립기관의 위상에는 아주 못 미치는 규모였다. 한국천문연구원 출
범 후 첫 번째 중기 발전계획(2001~2005)은 장기 비전을 ‘선진 수준의 천문우주과학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21세기 천문학 우주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 연구 및 연
구 관측 장비 구축을 중장기 발전목표로 했다. 2002년 조세형 2대 원장의 취임 후 정부는
2010년도를 향한 발전상을 요구해 2003년에 학계와 KAO Vision 21 위원회(총괄위원장 민
영기 교수)를 구성하여 KAO STRM(Strategy of Technology Road Map)의 기획과제를 수행하

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KAO Vision 21은 25m 대형망원경 사업(Giant Magellan Telescope)
으로 연결되었다.
2005년 박석재 3대 원장의 취임 후 ‘BIGS-KASI’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중장기발
전전략 혁신로드맵을 수립했다. 4대 중기전략목표로 21세기 천문우주 핵심연구과제 규명,
천문우주 관측시스템 및 핵심기술 개발, 국가적 재난 방재 예보시스템 개발, 국가천문연
구 및 성과 확산을 선정했다. 태양우주환경, 우주감시 시스템, SLR 등 실용천문 분야를 대
폭 강화하고 천문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천문학의 대중화 운동인 Science Korea KASI 선봉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여러 정부 수탁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2006년 연구·기술직 91명
포함 총원이 117명, 예산은 204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2011년 5월 박필호 제5대 원장이
부임하며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우주감시체계 구축을 추가했다. 연구부서 조직을 창
의선도과학연구본부, 천문우주사업본부, 그리고 핵심기술개발본부로 새롭게 개편했다.
올해(2014) 5월 새로 취임한 한인우 제5대 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천문우주 연
구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정예 연구그룹(First Mover Research Group) 2개 이상 육성, 개
방형 기술혁신전략(Open Innovation)을 통한 창의적 대형 성과 창출, 인간 중심 행복 경영
인 Happy KASI를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분야를
광학, 전파, 우주의 세 연구본부와 대형망원경사업단, 이론천문연구센터, 중소기업협력센
터로 개편하여 경영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출범 이후, 여러 국제 공동 사업 참여와 대
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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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술직 125명 포함 총원 160명, 예산은 663억 원으로 독립기관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연구원 규모의 성장과 함께 연구 능력의 성장으로 현재 박사 후 과정 연구원 30여 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UST 학생 등 석·박사 과정 학생 24명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우주망원경 구축사업

우주망원경 관련 사업에서는 과학기술위성 1호 주탑재체의 원자외선 분광기(FIMS)와 과
학기술위성 3호 주탑재체의 다목적영상시스템(MIIRS) 개발을 완료했다. FIMS는 6개월
간의 시험운용을 거쳐 2004년 3월부터 전천탐사를 시작해 원자외선 전천지도를 작성하는
쾌거를 이룩하고 2004년 12월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이 결과는 ApJ Letters 등 국제학술지
에 30여 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은 2007년부터 독자적으로 MIRIS 개발
을 시작하여 2011년 인증모델 환경시험, 2012년 비행모델 진동시험을 거쳐 2013년 11월
21일 러시아에서 발사되었다. MIRIS의 수명은 약 2년으로 발사 후 약 2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을 했으며 2015년까지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학망원경 구축사업

한국천문연구원은 2001년 미국 투손의 레몬산 스튜어드천문대(Steward Observatory)에 1m
자동망원경 설치를 시작했다. 관측은 대전 본원에 마련된 원격관측실에서 오퍼레이터의
서비스 관측으로 진행되며 2011년에는 관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4k CCD를 설치했다.
‘지구형 외계행성 탐사를 위한 변광천체 탐색시스템 개발’을 2009년부터 진행
하고 있다. 중력렌즈 방법을 이용한 지구형 외계행성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기의
광시야 망원경을 남반구의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에 설치했다. 2015년 1월부터 본
격적인 연구관측에 진입할 예정이다. 주력 연구는 우리은하 벌지 영역의 외계행성 및 변
광천체 탐색 연구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형 외계행성의 발견과 같은 대형
성과가 기대된다.
2000년대 초부터 천문연구원은 대형망원경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8
년 GMT(Greenwich Mean Time) 국제공동개발 10% 지분 참여를 골자로 하는 수정 사업
계획서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전체 예산은 909억
원,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10년으로 이 예산은 GMT 건설 지분 10%와 국내 천문학계
의 연구 역량 개발, GMT 부경개발 참여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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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정에서 적외선고분산분광기(IGRINS)나 GMTNIRS 가시광 고분산분광기(G-CLEF)
기기 개발 참여도 진행하고 있다. GMT 부경 제작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파망원경 구축사업

전파천문 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5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으로 21m 망원경 3기로 구성
된 22/43/86/129 GHz 4대역 동시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21m 전파망원경 설
치는 2006년 9월 울산전파천문대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연세, 2007년 9월 탐라로 순차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08년 1월 연세전파천문대를 끝으로 안테나 설치가 완료되었다.
최종 검수과정에서 일본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관측망 VERA(VLBI Exploration of Radio Astronomy)와의 네트워크 관측 가능성을 확인했다.

KVN(Korean VLBI Network: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은 밀리미터파 영역을 포함하는
22/43/86/129 GHz 4대역 동시관측 시스템으로 시도되는 VLBI 관측망이다. 전파 분야에
서는 현재 칠레에 설치 중인 21C 최첨단 대형 관측장비인 ALMA(The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일부 참여가 시작되었으며, 예산

은 인건비와 기기개발에 약 4.5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국내 연구자들도 17개의 관측제안서를 제출했고, 2014년 4월 4개의 관측제안서가 채택되
어 관측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

태양의 폭발 현상에 의한 인공위성, 항공기 등의 피폭, 통신
장애 등 우주 환경에 의한 피해 예측을 위한 우주환경예보
센터 구축사업을 2007년 시작하여 2013년에 완료했으며 우
주환경감시실을 2007년 2월 27일 개소했다. 우주환경예보
센터는 향후 보다 정확한 태양우주환경 예보를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우주 환경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공
위성 레이저추적 시스템(SLR)은 레이저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우주 측지 및 인공위성 정밀 궤도계산 등
에 활용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SLR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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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한국천문연구원 세종홀 3층에 구축된 우주환경감시실

그림 4-14 한국천문연구원 내 설치된 SLR(ARGOM)의 레이저 발사 모습

주측지 연구는 물론 우주감시체계의 기반 관측 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
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시와 거창군 감악산에 시
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0억
원 규모의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OWL)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OWL 사업은 우리
나라 인공위성에 대한 독자적인 궤도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 모로
코,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 무인 감시망원경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감시 네트워크 구축
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몽골에 1호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3년에 걸쳐 나머
지 4개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대외협력 활동 및 연구 환경 개선

2009년에는 UN이 정한 세계천문의 해(IYA 2009)의 국내 전체 행사를 한국천문연구원이
주관하여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IYA 2009 행사는 국민에게 천문학의 역사
와 발전상을 알리는 한편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8년에는 천문역법과 윤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천문우주 연구의 필요성과 증
진을 위한 ‘천문법 제정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2010년 4월에는 천문법을 제정하
고 2010년 7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천문법 제정은 천문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중요한 일이다.
2012년 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국제협력연구 및 우수인력 유치방안 등을 자문받기
위해 지도자급 과학자를 중심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012년 1차로 시작하여
2014년까지 모두 세 차례 개최했는데 기관운영 자문과 과학연구 책임자 및 신진연구자들
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2013년 6월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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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 준공식

콜롬비아, 터키의 천문 대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참전의 고마움을 새기며 천문 시설을
소개하고 천문우주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014년 8월에는 한국천문연구원 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APRIM 2014 학술대회를 개회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하여 학술교
류를 했으며 동아시아 천문대장 모임(EACOA Directors meeting)을 주관하여 동아시아 천문
학의 공통 발전을 논의했다.
2005년 연구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연구원 기숙사 건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기
숙사는 3층 건물로 게스트룸 2실, 1인실 8실, 2인실 22실로 구성되었으며 200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2월 완공했다. 2012년 8월 본원의 세종홀 옆에 동아시아 VLBI 연구
를 위해 연구동(장영실홀)이 신축되었다. VLBI 연구센터는 3층 건물로 상관기센터, 수신
기 개발실, 밀리미터파 부품개발실, 관측실과 숙소, 연구실, 광학실험실,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연구동(이원철홀)은 1985년 국립천문대가 대덕으로 이전할 때 대덕전
파천문대와 함께 지어진 건물로 약 30년 된 건물이다. 연구 인력 증가로 인한 연구실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총 3층 건물의 연구동으로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건축 공사는
2014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원철홀이 증축되면 많은 연구실의 확보로 연구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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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한국 천문학계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표적 국공립 교육기관이다. 서울
대학교 천문학 교육 역사를 194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모두 네 시대로 나누어 교육 조
직, 교수진, 교육 및 연구 기반, 졸업생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제1시대 천문기상학과 시절(1946~1974)
동숭동 캠퍼스 시절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육이 어렵
사리 시작된 시대였다. 서울대학교 천문학의 발아(發芽) 혹은 이식(移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조직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육의 역사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서울대학
교가 설립된 1946년에 발간된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과내용』이라는 책자는 일반
교양 천문학, 1학년 전공 교과목인 천문학, 2~4학년 전공과목인 묘사(描寫)천문학, 광학,
항해술 및 항해천문학, 고등실제천문학, 상대성원리, 천문사진술 등 많은 천문학 강좌를
망라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천문학 관련 학과 설립 계획은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천문학 강의는 중앙관상대에서 근무하다 서울대학교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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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락복 교수가 담당했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경로 교수와 최순기 교수가 교양
천문학을 가르쳤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 전공 교육이 독립된 학사 조직 안에서 본격 시작된 것은
1958년 봄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10여 년 이상 지지부진
하던 천문학 관련 학과 설립을 가능케 한 추진력은 뜻밖에도 적성 국가에서 왔다. 1957년
10월 소련에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이 전 세계에 몰고 온
엄청난 파고의 충격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은 슬기롭게 흡수하여 천문기상학과를 설립
하고 바로 이듬해인 1958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기민성을 보였다.
교수진

이 신생 학과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 천문학 분야 최초의 전임교수는 1958년에 부임한
현정준 교수였다. 그는 사범대학에 속한 유경로 교수의 도움을 받으며 1958년부터 1975
년까지 긴 기간 동안 1인 전임교수로서 천문기상학과 천문학 교육을 담당했다. 이 기간 중
현정준 교수는 1960년 9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교환교수로 미국에 나가 있었고, 유경로
교수도 비슷한 시기인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수학과 객원연구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
어, 천문기상학과 안에 천문학을 강의할 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 수년 동안 이어졌
다. 이 시기 천문학 강의의 대부분은 천문기상학과 제1회 졸업생으로서 물리학과 석사과
정 학생이자 천문기상학과 조교였던 이시우가 담당했다.
현정준과 유경로 교수가 모두 귀국하면서 한국 천문학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놓여졌다.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육은 활기를 찾았고, 1966년에는 한국 최초로 천문학 분
야의 대학원 과정(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1965년에는 한국천문학회가 창립되었고, 1967
년에는 국립천문대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68년에는 『한국천문학회지』가 창간되
었다.

교육 및 연구 기반

1961년 도입된 독일제 6inch 굴절망원경이 천문기상학과가 사용하던 건물 옥상 돔에 설
치되어 관측 교육 및 흑점 관측에 사용되었다. 1969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 고토사
16inch 반사망원경이 도입되어 새로 지은 과학관 옥상에 설치되었으며, 당시 박홍서 학생
이 진공관을 써서 자체 개발한 광전 측광기과 함께 항성 관측에 일부 활용되었다.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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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슷한 경로로 천체투영기가 도입되었으나 천체투영관 건물이 없어 창고에서 오랫
동안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졸업생

이 시기의 천문 교육은 학사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숭동 천문기상학과 시절(1974
년 이전)에 입학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후 천문학 및 관련 분야에서 활

동한 졸업생들은 이시우, 오병렬(1958년 입학), 심경진, 박성환(1960), 박홍서(1961), 홍승수
(1963), 김두환, 최규홍(1965), 강용희, 유계화(1966), 김영철, 이상각(1967), 변상식(1969),

김광태, 김상준, 조세형(1971), 안홍배, 최승언(1972), 오갑수(1973), 김갑성, 민영철, 이영웅
(1974) 등이다.

이 졸업생들 중 대학에서 교수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이시우(서울대학교), 박홍서(교원대학교), 홍승수(서울대학교), 최규홍(연세대학교), 강용희(경
북대학교), 유계화(이화여자대학교), 이상각(서울대학교), 김광태(충남대학교), 김상준(경희대학
교), 안홍배(부산대학교), 최승언(서울대학교), 오갑수(충남대학교), 김갑성(경희대학교) 등이고,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한 사람은 오병렬, 심경진, 박홍서, 김두환, 조세형, 민영철,
이영웅(이상 한국천문연구원) 등이며, 과학 대중화 사업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은 변상식(중
앙과학관) 등이다.

•제2시대 천문학과 1기(1975~1989)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임교수가 천문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천문학 교육이 뿌리
를 내려 성장을 준비한 시대다.

교육 조직

서울대학교 10개년 종합화 계획에 따라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천문학 교육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문리과대학 천문기상학과가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와 기상학과로 분리・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관악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한 독립 천
문학과의 살림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천문학과에 배정된 25동 공간은 기상학과에 비해
매우 협소했고, 실험실다운 실험실은 전무했다. 천문학과의 공간 문제는 물리학과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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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는 당시 교무처장의 생각에 따라, 물리학과의 실험실을 빌려 쓰려고 했으나 현실적
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학과 교수들에게서 나온 통합 운영 제의는 천문학과
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교수진

이후 천문학과는 교수진이 보강되면서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학
위를 받고 사범대학 지구과학과에서 근무하던 윤홍식 교수가 천문학과로 소속을 옮기면
서 천문학과는 전임교수 1인 체제를 학과 개설 15년 만에 극복했다. 윤홍식 교수는 현대
천문학을 제대로 배운 첫 번째 전임교수였다. 1978년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받
은 홍승수 교수가 부임했다.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 출신으로서 모교에 부임한 첫 번째
교수였다. 1980년에는 경북대학교 재직 중 호주 국립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시우 교수
가 부임했으며, 같은 해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상각 교수가
부임했다. 이시우 교수는 천문기상학과 1회 졸업생이었으며, 이상각 교수는 10회 졸업생
이었다. 이상각 교수는 천문학과는 물론 자연과학대학에서 첫 번째 여성 교수였다. 이시
우 교수와 이상각 교수 부임으로 천문학과에서 제대로 된 천문 관측 교육이 시작되었다.
1982년에는 국립천문대 대장으로 있던 민영기 박사가 전임교수로 겸직 발령을 받아 전파
천문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민영기 교수는 국립천문대 발전에 전념하기 위해 1984년 천문
학과 교수직을 사임했다. 이후 천문학과는 5인 전임교수 체제를 1992년까지 유지했다.
교육 및 연구 기반

이후 많은 곡절 끝에 1978년 서울대학교 제1광학천문대가 완공되고 6inch 굴절망원경과
16inch 망원경이 설치되었다. 이 망원경 설치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초빙교수로 서울대
학교에 머물고 있던 미국 인디애나대학 마틴 버케드(Martin Burkhead) 교수였다. 버케드 교
수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광전측광기는 천문학과에서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최초의 관측 장비였다. 광학천문대와 더불어 같은 해 천체투영관도 완성됨으
로써 천체투영기 빛을, 도입된 지 9년 만에 드디어 비춰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천문학과는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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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이 시기에 석사 과정이 중심인 대학원 천문 교육이 정착되었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15년 동안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심경진(1975년 졸업), 조세
형(1977), 최승언(1978), 민영철(1980), 안홍배, 윤태석, 이형목(1981), 김동우, 유진우(1982),
권석민, 김현구, 이현숙, 정재훈(1983), 김용하, 김유제, 김희수, 박영득, 서만석, 이영웅
(1984), 박창범(1985), 박남규, 박용선(1986), 김강민, 김봉규, 성환경, 손도식, 신준호, 양은

수, 이정우, 천무영, 황윤오(1987), 전영범, 채종철(1988), 정홍대, 육인수, 성현일, 남은경
(1989) 등으로 이들 대부분이 천문학 및 관련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같

은 시기에 학사 과정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유학하여 외국에서 박사
를 취득하고 한국 천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박석재, 류동수, 강혜성, 황재
찬, 노혜림 등이다.
이 졸업생들 중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교수로 교육과 연구 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최승언(서울대학교), 윤태석(경북대학교), 이형목(서울대학교), 김
용하(충남대학교), 박창범(고등과학원), 류동수(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강혜성(부산대학교), 황
재찬(경북대학교) 등이고,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조세형, 민영철,
이영웅, 박석재, 노혜림(한국천문연구원)이며, 과학진흥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
유제(한국올림피아드)다. 김동우는 충남대학교에서 전임으로 가르치다가 도미하여 CfA
(Harvard-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학원에 박사 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 개설된 박사
과정에서 1988년 안홍배가 최초로 학위를 취득했다. 안홍배는 학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
산대학교에서 교수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3시대 천문학과 2기(1990~1998)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갖춘 교수들의 등장과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으로 천문학과가 크게
성장한 시대다.

교수진

이 시대에 박사급 연구 인력을 대학원에서 꾸준히 길러내기 시작했다. 이 시대를 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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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연구 능력을 갖춘 신임 교수들의 등장이었다. 1992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구본철 박사와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박창범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구본철 교수는 여러 해 전 퇴임한 민영기 교수 후임으로, 박창범 교
수는 서울대학교 천문 교육의 영세대인 현정준 교수가 정년퇴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부임
했다. 이듬해인 1993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명균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
했다. 1998년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대학교에 전임교수로 가
르치던 이형목 교수가 서울대학교 중견 교수로 발탁되어 천문학과에 부임했다. 또 같은
해 6월에 명예퇴임한 이시우 교수 후임으로,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박수
종 박사가 신임 교수로 부임했다. 제3시대를 이끈 이 교수들은 제2시대에 천문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도미하여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었
다. 각자에게 세계적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국내에서도 연구 능력을 갖춘 후학을 본격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연구 환경이
열악했던 모교의 천문학과에 부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8년 말 천문학과의 전임교수
는 윤홍식, 홍승수, 이상각, 구본철, 박창범, 이명균, 이형목, 박수종 등 모두 8명이었다.
교육 및 연구 기반

이 시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인프라 확충은 18동 이전 및 새 광학천문대 건설이었다. 1991
년 천문학과를 25동에서 18동 새 건물로 옮기면서 종래 사용하던 것의 2.3배가 되는
690m2 공간을 배정받게 되었다. 이는 관악캠퍼스 이전 때에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을 배정
받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었고, 교수 연구실과 대학원 연구실이 충분하게 확보되
어 천문학과가 대학원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보다 앞선 1990년 말
에 기존의 서울대학교 제1광학천문대에 이어 24inch 망원경을 갖춘 관악천문대 제2관이
건설되어 대학원 과정의 광학천문관측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생

이 시기에 박사 과정 대학원 교육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은 박사학위 취득 내역에서 알
수 있다. 1990년 권석민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두 번째로 학위를 받고 난 3년 이후
부터는 매년마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박남규, 강용희(1993년 취득),
박영득(1994), 성환경(1995), 채종철, 김승리(1996), 김현구, 박용선, 천무영(1997),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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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가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이다. 박남규, 성환경, 김승

리, 천무영 박사의 학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제2광학천문대의 24inch 망원경을 이용한 관
측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 졸업생들 중 현재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
는 사람은 권석민(강원대학교), 성환경(세종대학교), 채종철(서울대학교), 박용선(서울대학교)
등이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박영득, 김승리, 김현구, 천무영, 김종수(한국
천문연구원) 등이다.

이 시대에 석사 과정은 대학원 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석
사학위 취득 후에는 박사 과정으로 곧장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국내나
국외에서 천문학이나 다른 분야로 진출해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시기에 본교 대학원 과정
에서 석사학위만 취득한 사람들은 신종엽, 이희숙(1990년 취득), 김계영, 김미정, 박병곤, 전
복규, 조정연, 황치옥(1991), 박승홍, 김정훈, 백원근, 이남형(1992), 권태준, 박종서, 안성민,
최용준, 길효섭, 김웅태, 이지영(1993), 정재훈, 문대식, 정희, 표태수(1994), 김철한, 이충환,
정해리, 윤태삼, 윤성철(1995), 이재관, 여아란, 위선옥, 이상현, 양성철(1996), 장명순, 장승
운, 양정훈, 조영우, 이정은(1997), 장진영, 최한규, 윤종현(1998) 등이다. 이 중 천문학계에
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은 박병곤(한국천문연구원), 조정연(충남대학교), 길효섭(미국 존스홉킨
스대학 PPL), 김웅태(서울대학교), 문대식(캐나다 토론토대학), 표태수(일본 동경대학), 윤성철
(서울대학교), 양성철(한국천문연구원), 이정은(경희대학교) 등이다.

•제4시대 지구환경과학부 및 물리천문학부 시절(1999~2014 현재)
이 시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육에서 수욕(羞辱)과 영광(榮光)의 시기였다. 천문학과라
는 이름을 잃어버린 수욕 가운데서도, 대학원 교육은 강화되었고 연구 수준은 세계와 어
깨를 나란히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교육 조직

1999년 천문학과는 교육부의 7개년 21세기 두뇌한국사업(BK21)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과
학과, 지질과학과, 해양학과와 함께 지구환경과학부로 통합했다. BK21 사업 덕분에 대학
원생이 꾸준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천문학과라는 이름이 사라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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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천문학계에도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구환경과학부 교과과정 상 천문 전공으로 존재하던 서울대학교 천문 교육 체제는
결국 1단계 BK21 사업이 끝나갈 무렵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
었다. 천문 전공이 지구환경과학부 안에서 대기 전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은 진입생을
받고 있어, 진입생이 별로 없던 해양, 지질 전공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부에서는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폐지하고, 천문학을 제외한 세 개의 전공이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 전공은 천문학과로 독립하는 것이 최상이었
으나 이는 2단계 BK21 사업, 교육부와 대학 본부 정책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
다.
2006년 천문 전공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분리되었고, 물리학부와 통합하여 물리·
천문학부 체제에서 교과과정 상의 천문 전공이 되었다. 지구환경과학부 체제와 비교했을
때, 천문 전공은 천문이라는 이름을 일부 회복했으며, 전공 운영과 행정도 이전에 비해 독
립성이 증진되었다. 천문 교수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천문학과로 독립할 길을 모색했
으나, 역시 쉽지 않았다. 그 대신 2단계 BK21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3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 학칙 상 천문학 전공 지위를 취득했다. 학칙 상 전공은 학과에 버금가는 독
립된 공식 교육 행정 조직으로서, 전공의 현안을 스스로 챙기고, 전공의 미래를 스스로 개
척해 나갈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이 있었다.

교수진

이 시기에 사임하거나 정년퇴임하면서 강단을 떠난 전임교수가 여럿 있었다. 2002년 말
박수종 교수가 사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3년 박창범 교수가 사
임하여 고등과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2003년 2월 윤홍식 교수가 정년퇴임했고,
2009년 8월 홍승수 교수가 정년퇴임했으며, 2013년 2월 이상각 교수가 정년퇴임함으로써
제2시대의 주역들은 모두 은퇴했다.
이 시기에 충원된 신임 교수의 구성은 다양하고 조화로워서, 서울대학교 천문학 전
공은 교육과 연구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1999년 박용선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
했다. 박용선 교수는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전임교수로 부임한 첫 번째 사례
였다. 역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충남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채종철 교수가 2003년 모
교에 부임했다. 공교롭게도 두 교수는 모두 천문 기기를 개발하고 기기 관련 인력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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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 천문학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박용선 교수는 전파관측 기기 중
심으로, 채종철 교수는 태양관측용 광학 기기 중심으로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또
한, 2003년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임명신 박사가 부임했다. 임명신
교수는 학사 과정 시절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니면서 천문학과의 과목을 열심히 수강
했던 학생이었다. 임명신 교수는 관측 기기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측 분야의 교육 및
연구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2003년 말에는 학사학위와 석사를 모교에서 받은
후 유학하여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김웅태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김
웅태 교수는 정교한 수치 모의실험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던 이론 분야
의 연구를 강화시키고 있다.
최초의 타교 출신 교수는 2005년에 부임한 이정훈 교수다. 이정훈 교수는 고려대
학교 수학교육과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했고,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가 부임하면서 천문학 전공의 여성 교수는 2명으로 늘어나 한동안 유지되었으며,
2013년 이상각 교수가 은퇴하면서 다시 한 명으로 줄었다. 타교 출신으로서 두 번째 부임
한 사람은 우종학 교수다. 우종학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 전공으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한
국 천문학계에서 천문학 교육의 쌍벽을 이루었던 연세대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이 드디어
서울대학교 강단에 서게 된 것은 한국 천문학계의 의미 있는 발전이다.
최초의 외국인 교수는 2009년에 부임한 일본인 이시구로 마사테루(Ishiguro Masateru) 교수다. 이시구로 교수는 코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6년부터 2년 6개

월간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지냈다. 이시구로 교수는 일본 소행성 탐사용 하야부
사 우주선 미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연스레 서울대학교와 일본 천문학계
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행성물리학연구
소(Max-Planck-Institut für extraterrestrische Physik in Garching)에서 학위를 취득한 독일인 사
샤 트리페(Sascha Trippe)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트리페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전공에서 최초의 서양인 교수이며 최초의 유럽 출신 교수로서, 서울대학교와 유럽 천문학
계의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시구로 교수와 트리페 교수는 모두 한국 문화와 생활,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고, 한국인 교수들과 잘 화합하여 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부임한 사람은 윤성철 교수다. 윤성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2004년 네덜란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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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흐트(Utrecht)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서울대학교에 부교수로 부
임했다. 윤성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출신으로 유럽에서 학위 취득 후 모교에 부
임한 첫 사례가 되었다.
2014년 현재 서울대학교 천문학 전공에 재임하고 있는 전임교수는 구본철, 이형목,
이명균, 박용선, 채종철, 임명신, 김웅태, 이정훈, 우종학, 윤성철, 이시구로, 트리페 등 모
두 12명이다. 전임교수진의 출신과 학위 취득 과정이 다양함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또한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연구 대상은 태양(채종철), 태양계(이시구로),
항성과 항성계(이형목, 윤성철), 성간물질(구본철, 박용선, 김웅태), 적외선과 중력파(이형목),
은하(이명균, 임명신, 김웅태, 우종학, 트리페), 우주거대구조와 우주론(임명신, 이정훈) 등으로
다양하고, 연구 접근 방법은 이론 및 수치 실험(이형목, 김웅태, 이정훈, 윤성철), 관측 및 자료
분석(구본철, 이명균, 채종철, 임명신, 우종학, 이시구로, 트리페), 관측 기기 및 인프라 구축(구본
철, 이형목, 박용선, 임명신, 채종철, 이시구로, 트리페) 등으로 역시 다양하고 균형이 잡혔다.

교육 및 연구 기반

서울대학교 전파천문대는 이 시대에 확충된 대표적 연구 시설이다. 천문학과 교수들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으로 학과에 배정된 8억 원의
재원을 나누지 않고, 모두 전파망원경 도입에 투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망원경은 1999년
에 도입되었고, 전파천문대는 2002년에 문을 열었다. 서울대학교 전파천문대는 대학원생
들에게 전파관측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기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2년
구본철 교수, 박용선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정밀한 포물면 조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2008년에는 박사 과정의 이정원 군이 200GHz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주파수 수신기
를 개발했다.
최초의 대형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이 이 시기에 추진되었다.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
구(JAXA) 산하 우주과학연구소(ISAS)가 추진한 적외선 우주망원경 아카리(Akari) 사업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이 협력자로 참여했다. 한국 컨소시엄
의 책임자는 이형목 교수였고, 강원대학교 권석민 교수, 서울대학교 박수종, 홍승수, 구본
철, 박용선, 이명균, 임명신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 측은 관측 수치 모의실험, 황도 방출광
모형, 적외선 천체의 검출 한계, 위치 정밀도 분석,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담당했다.
이 아카리 사업에서 서울대학교 천문학 전공은 초신성 잔해의 중적외선 방출, 중적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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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천체 탐사, 초대형 블랙홀의 질량 측정, 가까운 은하단의 중적외선 초과복사 등과 같
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용 지상 관측 장비를 해외에서 확충하기 위
한 노력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 전공은 국내 타 연구기관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마이다낙(Maidanak) 천문대 1.5m 광학망원경을 연간 60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
는데, 임명신 교수가 중심이 되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성한 4k × 4k 광시야 카메라
SNU4kCAM을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태양 천문학 그룹은 한국천문
연구원과 함께, 미국 빅베어태양천문대(Big Bear Solar Observatory)의 1.6m 태양 망원경을
연간 3주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이 망원경의 쿠데실에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고속영상태양분광기(Fast Imaging Solar Spectrograph)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2014년 호주에 설치된 이상각 망원경은 최초의 서울대학교 소유 해외 관측 장비로서
교육과 연구 겸용이다.

졸업생

대학원 박사 과정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박사학위자들이 매년마다 꾸준히 배출되었다. 이
시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문용재(1999), 김기태, 안상현(2001), 성현일, 이상민
(2002), 전영범, 김은혁, 이강환, 김주한, 박찬경(2003), 변도영, 봉수찬, 정웅섭(2004), 이상

우, 이성호, 김상철(2005), 조동환, 육인수(2006), 김민선, 박원기, 손정주, 오승준, 이재준,
황호성(2007), 이준협, 이정덕, 정혜원, 황나래, 이정원, 이호규, 강지현(2008), 오상훈, 이인
덕, 김효선, 표정현, 심현진, 김민진(2009), 박홍수, 안광수, 강유진, 고종완, 권륜영, 임은경
(2010), 강원석, 김창구, 박소영, 오재석, 윤영주, 이종철(2011), 김진호, 석지연(2012), 김성

진, 서현종, 송현미, 박대성, 홍종석(2013), 이석호, 강현우, 김태현, 전현성, 이종환, 임성순
(2014) 등 모두 62명이다. 천문학 분야에서 서울대학교가 연간 약 4명의 박사를 배출한 셈

이다.
이 졸업생들 중 현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사람은 문용재(경희대학교), 박찬경(전북
대학교), 손정주(교원대학교), 심현진(경북대학교) 등이고,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

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기태, 안상현, 성현일, 전영범, 변도영, 봉수찬, 정웅섭, 김상철, 육인
수, 김민선, 박원기, 이재준, 이준협, 황나래, 이정원, 이호규, 강지현, 표정현, 김민진, 박홍
수, 고종완, 임은경, 오재석, 윤영주, 이종철, 강현우 등이다. 이 시기에 배출된 박사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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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진출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상민), 고등과학원(김주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오상훈)와 같은 관련 연구 기관도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이강환)이
나 국립고흥청소년체험센터(강원석) 등 대국민 과학 교육 기관도 있다.
이 시기에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있다. 에스이랩(SeLab)은
오승준, 이상우, 김정훈 등의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 노
동고용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촉망받는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 회사로 자리
매김했다. 에스이랩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은 오승준, 이상우, 이정덕, 이성호, 이보원, 유재
홍, 이종혁 등이다. 김정훈은 또 다른 과학기술 서비스 회사인 SET을 창업했고, 박순창은
천체투영관 전문 회사인 메타스페이스를 창업했다. 에스이랩과 메타스페이스는 한국천문
학회를 협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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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균관대학교

•우주물리학과 및 성균천문대 연혁
1954년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창립했던 박흥수 교수는 광학, 음향학, 천문학, 과학
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1962년부터 당시 건설부 장관 임명의 측량법 제정위원을 맡고 측
량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62년 박흥수 교수는 자신이 직접 측량 및 설계를 하여 순수 우리 기술로 천문대
건설에 착공했고, 몇 달 후인 12월에 현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옛 중앙도서관 건물 옥상
에 벽돌조 1층 13평의 천문대를 완성하고 이름을 성균천문대(成均天文臺)라고 붙였다. 박
흥수 교수는 1963년에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성균천문대 설계 및 건설 공로표창
을 받기도 했다.
삼성이 성균관대학교 재단법인을 맡으면서 1964년 3월 우주물리학과가 창설되었고,
물리학과 교수였던 심운택 교수가 우주물리학과로 옮겨 초대 학과장에 취임했다. 우주물
리학과 학생들은 성균천문대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천문대는 수동으로도 손쉽게 회전할
수 있는 돔 안에 16inch 반사망원경을 갖춘 국내 최초의 천문대였다. 이 천문대를 이용해
국내 최초로 천문 관측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를 측정했고, 태양 흑점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 천문대를 이용해 3, 4학년 학생들은 천
체관측 실험을 했으며,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도 이 천문대에서 이뤄졌다. 천문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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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생으로는 다음의 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우주물리학과
의 조교로 활동했다.

박희춘(1966년 2월 졸업): 국제정온태양년의 태양활동영역의 발전에 관한 연구
이석우(1966년 2월 졸업): 태양활동 극소기의 흑점변화에 관한 연구
최영식(1967년 2월 졸업): 태양활동에 있어서 흑점과 Flare 수와의 비교 연구

박희춘과 이석우는 심운택 교수를 지도교수로 석사학위 논문 연구를 했고, 최영식은
현정준 교수를 지도교수로 석사학위 논문 연구를 수행했다(당시 동숭동 소재 서울대학교와 명
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는 강의와 학위논문 지도 등에 있어서 교류가 많이 있었다).

당시 학생활동도 활발해서 『우주물리』 등의 문집을 발간했고 체육대회와 음악회도
개최했다. 1969년 12월에는 대학교 측의 ‘세분된 유사학과 정리’란 이유로 우주물리학과
가 물리학과에 병합되었다. 한편, 심운택 교수는 1971년 2월 박흥수 교수 지도 아래 “심발
지진의 메커니즘과 이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우주물리학과 출신으로 현재 학계에서 활동 중이거나 은퇴한 사람은 1회(64학번)의
장경애 청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황수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철희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과 교수, 그리고 3회(66학번)의 임종수 경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등이 있다. 기업
체에는 1회의 김신정 (전)대한항공 전무 등이 있다.

•물리학과 천체 분야 연혁 및 교수진과 교육
1981년 수원에 위치한 자연과학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공간 및 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BK21 물리분야, 창의연구 2팀,
SRC 1팀, IBS 1팀 등이 있으며, 현재 교육부 지정 특성학과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
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세계 100위 수준의 연구중심학과를 목표로 정진 중이다.
현재 물리학과 교수진 27명 중, 천체천문 관련 분야 교수진은 천체실험에 박일흥 교
수, 카르스텐 로트 교수, 우주론에 박성찬 교수, 핵천체실험에 채경육 교수, 그리고 핵천체
이론에 홍승우 교수가 있다.
천체 관련 개설 강의로는 학부에서 ‘천문학개론’, ‘천체물리학’, ‘현대광학’,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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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전자기학 및 실습’, ‘열통계’, ‘전산물리’, ‘수리물리’, ‘양자론’, 그리고 대학원에도
같은 과목이나 더 진보된 과목인 ‘현대우주론’, ‘일반상대론’, ‘고급천체물리학’,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핵합성’을 추가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외 천체천문 관련 연구실
에서 거의 매주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의 저명 학자들을 초빙, 특강 형식으로 최
근의 연구 성과와 동향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연구 현황
블랙홀, 중성자별 등의 초중력 극한물질 천체의 기원 및 생성 진화의 이론 모델 확립; 초신
초중력 극한물질 천체
성, 블랙홀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주변물질 상호작용 연구; 우주섬광의 이론적 배경 및 포
연구
착 연구;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론, 모델 수치 및 실험 연구
감마선폭발 연구

빅뱅 이후 가장 강력한 우주폭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연구단계인 감마선폭발의 새로
운 사실 발견과 기원의 규명; 우주의 재이온화 영역 연구; 초기우주에서의 암흑에너지 연구
시도

극한에너지 연구

고에너지 및 초고에너지 우주선 및 우주뉴트리노 관측을 통한 이들의 기원/생성/전파 메커
니즘 규명과 기반 이론 연구; 초신성에서의 핵합성, 가속과정 및 전파과정의 연구; 미래의
입자 및 뉴트리노 천문학 연구

과학 목적 마이크로급 및 소형 위성체 및 탑재체 개발: 물리량 측정을 위한 실리콘 및 화합
우주관련 극한기술 개
물반도체 센서 개발; 우주용 신호처리 전기전자기술 개발; 우주망원경 광학계 기술 개발;
발
이외 초미세기계 시스템 등 미래 우주기술 개발
국내외 천문/천체/우
주 기관과의 협력 연
구

그림 4-16 성균천문대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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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ASA, 유럽의 ESA, 러시아의 RSA 프로젝트 참여. NASA-WFF, NASA-GSFC,
RIKEN, 메릴랜드 대학, 유타 대학, 모스크바 대학,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학 및 IAA 우주/천
문연구소, 파리7 및 11대학, 덴마크 우주국 및 닐스보어연구소, 대만국립대학 등과 국제공
동연구 수행

그림 4-17 중앙도서관 옥상 위의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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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중앙도서관 옥상 위의 천문대 앞에서 찍은 당시 우
주물리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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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역사
연세대학교는 천문우주학 교육 100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요람이다.
1915년 연희전문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루퍼스(W. Carl Rufus) 박사가 천문학 강좌를 개설
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수물과에 천문학 강의가 지속되었다. 루퍼스 박사가 미국으
로 돌아가고 난 후에는 베커(A. L. Becker) 교수가 천문학 강의를 이어나갔다. 초창기 천문
학 강의는 수물과 4학년에 4시간, 문과 4학년에 4시간씩 배정되었는데, 1924년에는 신학
과 1학년에도 1시간씩 추가됨으로써 상과와 농과를 제외한 전교생에게 부과되었다.
1919년 연희전문학교는 1회 졸업생으로 22명을 배출했는데, 그 중 한 분이 이원철
박사다. 그는 졸업 후 1922년까지 모교의 전임강사로 종사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
대학에서 1926년 천문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이학박사가 된다. 학
위 직후 모교의 교수로 부임한 이원철 박사는 현대식 천체망원경을 본관 옥상에 설치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천문 교육에 활용했다.
1946년 연희전문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연희대학교로 인가될 때 물리기상
학과가 신설되었고, 이 명칭은 연세대학교가 출범하는 1957년 물리학과로 축소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천문학 강좌는 1940년대 초인 일제 말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 없
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천문학 전공 교육은 1968년 입학정원 30명으로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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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학과가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천문기상학과의 초대 교수진은 천문학 전공의
조경철 교수와 주광희 전임강사였으며 천문학과 기상학 전반에 걸친 교육 커리큘럼이 운
영되었다.
기상학 교원의 보강과 함께 천문기상학과에서는 천문학과 기상학의 강의가 병행되
었다. 그리고 1972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신설하여 1974년 천문학 분야에서 첫 석사를 배
출했으며(“식변광성 SW Lacertae 궤도요소에 관한 연구”, 오규동), 박사 과정도 1976년 개설되
어 1984년 처음으로 국내 천문학 박사를 배출했다(“RS CVn형 근접쌍성 AR Lac의 광전관측
과 광도곡선의 분석”, 박홍서).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신촌캠퍼스를 기획할 때부터 학내 천문대의 설치를 설계도
에 반영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후 1957년에도 천문대 건설을 위해 강동구 명
일동 임야 1만여 평을 매입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에 일부 흡수되면서 좌절되었다. 다행
스럽게도 1980년,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였던 구경 61cm 반사망원경을 일산 삼애농원에
설치했고, 재단과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이듬해 ‘연세대학교 천문대’가 대학교 부속기관
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천문우주학과와 천문대는 긴밀한 동반발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다.
1989년 천문기상학과는 천문대기과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과의 정원도 점진
적으로 늘어나 1994년부터는 천문학과 대기과학 전공 학생의 입학정원이 각각 30명에 달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학과가 분리되어 천문우주학과와 대기과학과로 나뉘었으며,
각각 더욱 큰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연희전문의 개교 이래 천문기상학과 개설까지의 기간은 한국 천문학의 요람기이자
준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배출된 졸업생들은 해외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연구와 교육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8년 학과 개설 후 1998년 학과 분리
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소수의 교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책임
질 우수한 후속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 조성의 시기였다. 열악한 교육과 연구 지원 환경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용과 높은 수준의 전공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여러 천문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의 배출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노력은 우리나라 천문우주학의 핵심
연구역량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식변광성을 중심으로 한 항성물리, 성단/우
리은하/외부은하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는 은하천문학, 우주개발을 염두에 둔 위성동역
학 등 세 분야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4장 천문학 연구 및 교육기관

249

표 4-1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주요 연혁
1915
1922
1926
1928
1945
1967
1968
1969
1972
1973
1974
1976
1976
1977
1978
1980
1981
1981
1984
1985
1986
1989
1989
1990
1992
1993
1995
1997
1997
1998
1998
1998
1999
1999
1999
2000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2
2003
2003
2003
2003
2004
2004

250 

루퍼스(Rufus) 박사가 연희전문 개교와 함께 천문학 강의 개설, 베커(Becker) 박사가 계승
오하이오 대학에서 귀국한 이춘호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천문학 강의
한국인 최초의 이학박사이며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이원철 교수가 천문학 강의
15cm 굴절망원경 언더우드관 옥상에 설치
광복 이후 이원철, 장기원 교수에 의해 천문학 강의 계승
천문기상학과 신설
첫 신입생 모집
조경철 교수 부임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설
주광희 교수 부임
나일성 교수 부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40cm 반사망원경의 측광기로 국내 최초 천체 광전측광
당시 국내 최대의 61cm 천체망원경 도입
천문석 교수 부임
연세대학교 일산 천문관측소 개소
최규홍 교수 부임
연세대학교 천문대 설치, 초대 천문대장 나일성 교수 취임
위성궤도공학 연구실 신설
현 과학관 옥상에 교내 천문관측소 설치
교내관측소에 40cm 반사망원경 이전 설치
천문대장으로 천문석 교수 취임
천문대기과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국제쌍성학회 주관
일산 천문관측소에 CCD 카메라와 분광기 도입 설치
이영욱 교수 부임
천문대장으로 최규홍 교수 취임
천문대장으로 천문석 교수 취임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단장 이영욱 교수) 과학기술부 창의사업 선정
천문우주학과와 대기과학과로 분리
변용익 교수 부임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 칼텍 해외분소 개설
학과장으로 변용익 교수 취임
한국 천문학계 최초로 『네이처(Nature)』지에 논문 게재
50cm 탐사망원경 2기 도입
김용철 교수 부임
천문대장으로 변용익 교수 취임
천문대 천안 우주탐사관측소 개소
학과장으로 김용철 교수 취임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유치기관 선정
한국 천문학계 최초로 『사이언스(Science)』지에 논문 게재
김석환 교수 부임
천문대 남아공 무인자동탐사관측기지 개소
박상영 교수 부임
GALEX 우주망원경 발사 성공
천문대 대만 무인자동탐사관측기지 개소
우남 이원철교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 및 교내 흉상 건립
우주과학연구소 신설, 초대 연구소장 김석환 교수 취임
손영종 교수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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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주요 연혁(계속)
2005
2005
2005
2006
2006
2007
2009
2010
2010
2011
2012
2013
2013
2013
2013

이석영 교수, 윤석진 교수 부임
천문대 호주 무인자동탐사관측기지 개소
연세 비젼 Global 5-5-10 학과로 선정
우주비행제어연구실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선정
지구대기천문 사업단으로 국가 Brain Korea 21(BK21) 사업 선정
학과장으로 박상영 교수 취임
천문대장 및 학과장으로 김석환 교수 취임
은하진화연구센터(센터장 이영욱 교수) 국가선도연구센터(SRC) 사업 선정
정애리 교수 부임
박찬덕 교수 부임
우주과학연구소가 이과대 자연과학연구원 산하연구소로 개편
천문대장으로 김용철 교수 취임
학과장 및 우주과학연구소장으로 윤석진 교수 취임
우주비행제어연구실 국가우주연구실(NSL) 사업 선정
지구천문대기 대학원 통합, 국가 Brain Korea 플러스 사업 선정

학과의 발전적 분리 이후 천문우주학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미국
NASA와 우주망원경(GALEX)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은하 진화 연구에 활용하는 국제공
동연구가 대학교 부설연구소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의 설립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는 1999년 『네이처(Nature)』지 논문 게재와 2002년 『사이언스(Science)』지 논문
게재 성과로 이어진다. 2003년 GALEX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이후 10년간 대량의 논문
성과 창출로 이어졌다.
한편, 2001년 연세대학교 천문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대형 연구사업인 한국우주전
파관측망(KVN)의 수도권 유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최대 구경 21m 첨단전파망
원경 및 관측통제소가 신촌캠퍼스에 건설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학연협력사업이 큰 규
모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광시야탐사천문학과 태양계 소천체를 위한 연구 노력
의 일환으로 천안우주탐사관측소가 2000년 개소되었다. 원격관측 연구가 가능한 자동탐
사관측기지가 한국천문연구원과의 협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2002년), 대만(2003년), 그
리고 호주(2005년)에 설치되었다.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우주비행제어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실(2006년)과 국가우주연
구실(2013년)로 연속 선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의
연구 인력을 주축으로 은하진화연구센터(2010년)가 설립되어 국가선도연구센터사업(SRC)
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부분에서는 1999년 두뇌한국 21(BK21) 탐사천문학 핵심
연구, 2006년 BK21 지구-대기-천문 사업단 및 2013년 BK21 플러스 지구-천문-대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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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 선정으로 지속적인 대학원생 지원 환경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천문우주학
과의 연구진도 계속 보강되어 2013년 현재 10명의 전임교수와 7명의 박사급 연구원(해외
인력 포함)이 봉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100년사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개설 강의 및 중점연구 분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의 현황을 표 4-2에 제시했다. 비교를
위해 학과 개설 직후인 1969년의 학부 교과목도 함께 실었다. 1969년 당시에는 전임교수
의 부족으로 제시된 교과목들이 모두 진행될 수는 없었겠으나, 천문우주학의 다양한 주제
들을 대부분 포괄하는 폭넓은 커리큘럼이 이미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학
부 교과목은 전공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1학년과 2학년 과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
다 높은 수준의 전공과목들이 3학년과 4학년 과정에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표 4-2 천문우주학과 학부 과정(1969년, 2014년)과 대학원 과정(2014년)의 주요 과목
학부
학년

교과목명(1969년)

대학원

학년

교과목명(2014년)

교과목명(2014년)

1

일반천문학

1

천문우주학개론(1), (2)

항성진화와 종족

2

고등천문학 I, II

2

기초천체물리학(1), (2)

은하형성과 진화

2

천문실습 I, II

2

위성천문학

천체관측법

3

구면천문학

3

천체관측법(1)

천체역학

3

우주과학 I, II

3

우주동력학(1), (2)

외부은하론

3

천체역학 I, II

3

항성진화론

우주기기론

3

천체분광학

3

전파천문학

위성유도제어

3

천문계산법

3

은하와 우주(1)

위성궤도결정과 필터링

3

천문관측법 I, II

3

과학영상처리론 및 실습

최적궤도제어

3

천문관측기기와 응용

관측천문학특론

4

항성천문학 I, II

4

우주비행학

천체물리학특론

4

천체물리학 I, II

4

천체물리학(1), (2)

우주과학특론

4

천문기계

4

은하와 우주(2)

계산천문학특론

4

전파천문학

4

우주론

우주동력학특론

4

우주구조론

4

인공위성시스템

천문학세미나 1, 2, 3, 4

4

천문연구관측법 I, II

4

졸업논문지도(1), (2)

프런티어연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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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진행하는 주요 연구

은하 및 성단
이론적 연구

•구상성단과 타원은하의 다파장 측광 및 분광 관측자료 해석에 사용하는 연세진화종족합성모델
(Yonsei Evolutionary Population Synthesis Model) 개발
•구상성단과 왜소은하의 종족합성 및 별 형성역사 연구
•암흑물질 다체모의실험을 통한 암흑헤일로 병합과정 연구
•외부은하 구상성단계의 ‘색분포 양분이론'를 이용한 초기우주 은하형성 연대기 규명 연구
•GALEX 우주망원경 관측자료 및 SDSS 관측자료를 이용한 은하의 최근 별탄생역사(Recent Star
Formation History) 연구

은하 및 성단
관측적 연구

•암흑에너지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Ia형 초신성 광도에 은하 내 항성종족의 진화가 미치는
영향 연구
•가시광 영역 및 근적외선의 다파장 측광 관측자료를 이용한 구상 성단 내 적색거성계열의 형태
분석, 가까운 왜소 은하 내 점근 거성의 항성진화, 우리 은하 내 구상 성단 주변의 광역 항성 분
포와 조석 꼬리에 대한 연구
•초신성에 의한 칼슘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 다중종족 구상성단의 화학적 진화 특성 연구
•은하단 환경에서 은하의 병합 흔적과 항성 특징을 관련짓는 연구
•KVN 전파관측을 통해 광학과 전파에 나타난 타원은하의 AGN 현상의 상관관계 연구
•Subaru 8m 및 CTIO 4m 망원경을 이용한 은하 및 성단의 측분광 관측 연구
•다양한 적색편이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른 은하진화효과 연구
•FCRAO와 SMA 자료를 토대로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한 만기형 은하들의 분자형 성간물질과 별
형성율이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는 특성 연구

탐사천문학
연구

•태양계 카이퍼벨트 천체들의 분포를 알아내기 위한 성식관측연구
•저질량 항성들의 변광특성 연구
•소행성 및 혜성체의 광도변화와 소행성 종족분포에 대한 연구

항성진화
연구

•생성 초기 항성의 내부구조와 활동성 연구
•항성표면 복사유체 수치모사연구들에 사용되는 복사 부분 비교연구
•항성진화 등연령곡선 제작

우주광학
연구

•지구 반사율 정밀 측정용 위성광학시스템 및 대구경 광학 시스템의 설계, 해석, 가공 제작, 조립,
정렬, 성능평가 연구
•3차원 지구 광학모델과 통합적 광선추적 기법을 사용한 외계행성관측 연구
•다양한 기간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학 성능 모델링 기법과 생산 결합 정렬 기술의 개발

우주비행제어
연구

•인공위성의 궤도/자세 결정 및 제어
•인공위성 편대 비행을 위한 상대 궤도 항법/유도/제어 및 지상검증용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개발
•인공위성 편대비행을 이용한 우주임무 수행을 검증하기 위한 큐브위성 제작 및 발사
•레이저거리측정장치(Satellite Laser Ranging, SLR)를 이용한 정밀 궤도 결정
•한국형 달탐사를 위한 비행동역학 시스템 개발 및 소형 위성 임무 설계
•한국형 항법위성의 정밀궤도결정
•이론적/수치적 최적화 및 최적제어 기법 연구

현대천문학의 관측 및 자료 분석에 대한 경험을 얻게 하고, 이론적 이해와 역량 축적도 가
능하도록 했다. 또한 광학 이론 및 관측 기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우주응용 분야에 대
한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천문우주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학위논문 연구와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천문학 분야에서는 우리 학과의 중점천문연구 주제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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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주응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폭
넓은 주제에 대한 특론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며, ‘프론티어연구’ 과목이 자유롭게 개설되
어 첨단연구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과는 별도로 매주 진행되는 ‘천문학세미나’는 국내외의 저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
고, 연구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모든 학위 논문이 국제수준급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주제를 정리하면 표 4-3
과 같다.

•교수진
1968년 천문기상학과가 개설된 직후인 1969년, 천문기상학과장 및 전임교수로 조경철 교
수가 부임했다. 조경철 교수는 196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식변광성으로 천문학
박사를 취득한 후 미국 해군천문대 및 NASA 연구원을 거쳐 메릴랜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 귀국한 것이다. 학과 초기에는 조경철 교수와 더불어 주광희 선생이 전임강사로 교육
을 위해 노력했다. 주광희 선생은 1973년 조교수로 승진하여 1981년 별세할 때까지 학과
전임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다.
197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식변광성의 측광관측과 분석을 전공한 나일성 교수
가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78년 호주 국립대학에서 구상성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선은하를 연구했던 천문석 교수가 부임했다. 조경철 교수는
1979년 경희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1980년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행성상성운 내
의 쌍성과 행성계의 궤도 변화와 강착 현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최규홍 교수가
부임했다. 이들 3인의 교수진은 각각 항성관측, 외부은하 및 위성동역학 분야의 연구와 교
육에 초석을 마련하여 이후 거의 20년에 걸쳐 학과의 발전과 한국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1993년 예일대학에서 구상성단의 항성종족연구로 학위를 마치고 NASA 허블펠로
우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던 이영욱 교수가 부임했으며, 1998년에는 호주 국립대학
에서 나선은하 연구로 학위를 마치고 NASA 허블펠로우 및 대만중앙국립대학에서 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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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진
교수명

부임 연도

퇴임 연도

전공

최종 학위 취득 학교(취득 연도)

조경철

1969

1978

식변광성

펜실베이니아 대학(1962)

주광희

1973

1981

식변광성, 은하계

연세대학교(1964, 석사)

나일성

1974

1998

식변광성, 고천문학

펜실베이니아 대학(1971)

천문석

1978

2007

구상성단, 외부은하

호주 국립대학(1977)

2010

천체물리, 우주동역학

펜실베이니아 대학(1980)
예일 대학(1989)

최규홍

1981

이영욱

1993

항성과 은하진화

변용익

1998

관측천문, 탐사천문

호주 국립대학(1992)

김용철

2000

천체물리, 항성구조

예일 대학(1993)

김석환

2001

우주광학

런던 대학(1993)

박상영

2003

위성역학 및 제어

텍사스 A&M 대학(1996)

손영종

2004

관측천문학

연세대학교(1994)

이석영

2005

천체물리학, 은하진화

예일 대학(1996)

윤석진

2005

은하와 성단의 형성

연세대학교(2002)

정애리

2010

은하환경 및 진화

컬럼비아 대학(2007)

박찬덕

2011

우주비행제어

미시간 대학(2006)

을 잡던 변용익 교수가 부임했다. 2000년에 예일대학에서 항성구조와 진화를 전공한 김용
철 교수, 2002년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천문광학을 전공한 김석환 교수, 2003년에 텍사스
A&M 대학에서 위성제어를 전공한 박상영 교수, 2004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구상성단 관
측을 전공한 손영종 교수, 2005년에 각각 연세대학교와 예일 대학에서 은하형성과 진화를
전공한 윤석진 교수와 이석영 교수가 부임했다. 또한 2010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은하와
은하단의 중성수소관측을 전공한 정애리 교수, 2011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우주비행제어
를 전공한 박찬덕 교수가 부임했다(표 4-4 참조).

•학생
최근 10여 년 동안(2003~2014년) 천문우주학과의 재학생 현황은 표 4-5와 같다. 학부 및
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학과 개설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천문우주학과는 1998년 단일학과로 분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52명의 학사학
위를 수여했고, 166명의 석사학위를 수여했으며, 33명의 박사학위를 수여했다(표 4-6).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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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재학생 현황(단위: 명)
학사 과정
연도

대학원 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부생
평균 인원

석사

박사

통합

석사

박사

통합

대학원생
평균 인원

2003년

58

51

54.5

25

11

1

29

12

1

39.5

2004년

60

55

57.5

37

17

2

33

15

2

53

2005년

64

63

63.5

36

20

2

35

18

2

56.5

2006년

69

76

72.5

35

18

2

31

20

2

54

2007년

63

60

61.5

34

27

2

26

26

2

58.5

2008년

71

57

64

30

23

2

32

22

2

55.5

2009년

62

57

59.5

26

24

1

27

20

2

50

2010년

66

67

66.5

28

21

3

29

22

3

53

2011년

84

84

84

27

27

4

22

30

5

57.5

2012년

87

79

83

14

29

15

10

25

19

56

2013년

130

138

134

10

25

16

9

22

20

51

2014년

170

175

172.5

9

22

26

12

21

27

58.5

문우주학과 대학원 과정의 연구 및 성과 관리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
제적인 유명 학술지에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일정량 이상 게재해야만 논문심사가 완료된
다는 기준이 1974년 박사 과정 개설 때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이 자격 요건
은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연세대학교에서 배출한 천문우주학 박사학위는 세계 어디
에서도 그 수준과 역량을 인정받는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다.

•동문
천문우주학과 동문은 천문학 및 우주과학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오
고 있다. 이우백(68입), 오규동(68입), 이용삼(69입), 정장해(70입), 강영운(71입), 김천휘(75
입) 동문들이 한국천문학회장과 한국우주과학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우백(68입) 동문은

1995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장직을 수행했고 국가 연구조직 개편 이후 2002
년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천문학 사업을 이끌었다. 박필호(79입)
동문은 2011~2014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했다.
천문우주학과 동문들은 1998년의 학과 분리까지 오랫동안 한 몸으로 존속해온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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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위 수여자 수(단위: 명)
연도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1998년

-

14

0

1999년

-

8

3

2000년

33

7

1

2001년

22

5

2

2002년

31

6

4

2003년

21

5

0

2004년

34

10

1

2005년

35

15

0

2006년

22

13

1

2007년

27

17

2

2008년

30

9

0

2009년

22

16

2

2010년

17

11

4

2011년

22

11

2

2012년

23

10

6

2013년

13

9

5

계

352

166

33

기상학과의 역사성과 협력의 전통을 고려하여 ‘천문대기총동문회’의 이름을 유지하며 동
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 학과를 합친 동문의 총 수는 2015년 현재 약 1,600명에 달한다.
총동문회는 오랫동안 1기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관리되었으며, 특히 1991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했다(초대 회장 심재권, 68입).
2006년 11월 천문대기총동문회는 새로운 회장(신용국, 70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동
문회 활성화 사업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연세대학교 동문회 중 가장 활발한 조직 중
의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재학생을 위한 동문멘토링사업을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골프 모임과 등산 모임 그리고 동문 가족 야유회를 추진하고,
매년 연말 송년 모임도 갖고 있다. 동문회의 회장직은 손병주(72입) 동문, 김지현(77입) 동
문을 거쳐 2014년 현재 박창환(79입) 동문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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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역사와 현황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1985년 3월,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에서 52명의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천문학회가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설립자이
자 1, 3, 7, 8대 총장을 역임한 조영식 박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삼았는데, 문화
세계의 창조란 생명과 우주, 역사 문명의 격동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유하고 실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교육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정책 중의 하나로 우주과학과가 설립되었다.
학과 설립은 고 조경철 회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조경철 회원은 1985년 1학기에
학과 설립과 함께 첫 번째 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하지만 조경철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
로 우주과학과에서 한 학기만 재직한 뒤 전임교수직을 사직하여, 1학년 학생들이 직접 학
과 전임교수로 모실 분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85년 여름 당시 국립천문대 대
장이었던 민영기 회원(전파천문학 전공)이 학생 대표들의 다급한 청원을 받아들여 1985년
10월 우주과학과에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신입생의 일부는 우주과학과 신설 안내 소책자를 보고 지원했는데, 조경철 회
원이 제작한 그 소책자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가 천문우주과학뿐만 아니라 로켓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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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성 등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켓과 인공위성에 관심
을 가지고 입학한 신입생들은 기초학문인 우주과학뿐만 아니라 응용학문인 우주탐사 및
우주공학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컸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원이던 김원규 박사(유도제어 전공)가 1986년 3월에 세 번째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기초
와 응용을 모두 교육하고 연구하는 본 학과의 전통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이 되어서야 학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구성되었으며, 일본 교
토대학에서 태양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김갑성 회원이 같은 해 1학기에 부임했다.
1987년에 정점을 찍었던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투쟁 대상이 1988년부터는 서서히 각 대학
의 학내 문제로도 옮겨 가게 되었고, 운동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었던 우주
과학과 학생들은 미흡한 학과 환경(부족한 전임교수 수, 천문대 등의 교육 시설 미비)의 개선을
학교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주과학과 학생들은 학과 설립 초기부터 다른 학과 학
생들에 비해 훨씬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이들은 설립 초기의 미흡
한 교육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소 공격적인 단체 행동을 통해 학교 당
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1991년경까지 계속되었다.
1991년 9월 우주과학과에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으나, 학과 전임교수 수가 6명은
되어야 박사과정이 신설될 수 있다는 당시의 교육부 규정 때문에 석사 과정만 우선 신설
되었다. 또한 당시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이동훈 회원이 부임했는데, 국내
에서 공간물리(space physics) 전공 학자가 천문우주 관련 학과에 교수로 부임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를 통해 우주과학과의 교수진은 기초·응용 사이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초학문 중 천문·우주 사이의 균형도 갖추게 되었다. 도전 정신이 강했던 초창기 학번
(85~92) 학생들, 두 젊은 교수(30대의 김갑성, 20대의 이동훈)의 존재, 그리고 대학원 신설이

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은 열정적인 연구열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주과학
과 연구 경쟁력의 시초가 되었다.
1992년 10월 교내에 천문대가 완공되고 76cm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었다. 이는 당시
국내의 대학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 중 가장 큰 구경을 가진 것이었다. 그 후 1993년에는
분광기가, 1994년에는 광전측광기가 도입되었으며,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진호 회원이 망
원경, 검출기, 돔 등을 모두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이는 당시
대학 천문대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제어시스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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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에서의 강의와 연구 활동은 1994년 3월에 미국 나사연구소 연구원이자
메릴랜드대학 겸임교수였던 김상준 회원(태양계천문학 전공)이, 1996년 3월에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을 졸업한 장민환 회원(광학천문학 전공)이 교수로 부임하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
되었다. 김상준 회원은 천문학 연구 이외에 인공위성 추적·감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석사급의 관련 인력을 다수 배출했으며, 장민환 회원은 1996년 4월 ‘코알라’라고 하는
학부 관측 동아리를 설립하여 천문대의 각종 장비를 학부생들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1997년에는 우주과학과 대학원에 박사 과정이 신설되어 첫
신입생을 받았고, 우주과학과 첫 박사학위 수여의 영광은 김연한, 조경석 회원(2003년 8월)
이 차지했다.
1994년 설립된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학부 정원 감축과 모집단위 광역화
(학부제)를 골자로 하는 대학교육개혁을 주도했으며, 1997년 대부분의 대학이 반강제적으

로 정원을 10% 내외의 수준에서 감축하고 학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희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이와 같은 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그 결과로 1997년 교
육개혁추진 최우수 대학(1위)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이공계열 학과
들을 통폐합하여 고등학교 과학 교과목(물리, 화학, 생물) 중심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을 재
편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우주과학과는 전자공학
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등(후에 한방시스템공학과도 편입)
과 함께 전자정보대학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모집단위도 단과대학 광역 모집단위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러한 공학 중심의 비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입학 성적 및 취업률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 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행되었으며, 구조조정 직후인 1997년 말에 불어닥
친 금융위기 때 그 정당성이 더욱 공고히 되었다. 같은 기초학문인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
의 학과들이 한 단과대학으로 묶여 있는 경우는 외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같은 이학 계열이란 이유로 성질이 전혀 다른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한 단과대학, 그것
도 같은 모집단위 안에 묶는 것은, 경희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대학에서는 찾아보
기 힘든 예였다. 이로 인해 우주과학과는 국내 천문우주 관련 학과들 중 유일하게 공학계
열 학과들과 같은 단과대학 안에 편제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2년 후인 1999년에 일부 개선되었다. 대학 당국이
우주과학과를 원자력공학과, 한방시스템공학과(현 생체의공학과)와 함께 ‘특성화 학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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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25명의 정원을 가진 별도의 학과로 재편한 것이다. 특성화 학과란 국내에 관련
학과가 몇 개 존재하지 않아 국내에서 비교우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과를 일컫는
것이다. 사실 국내 천문우주 관련 학과는 그 당시 일곱 군데나 되어 특성화 학과로 분류되
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정확히 ‘우주과학과’라는 명칭을 가진 학과는 국내에 경희
대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런 때에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우주과학과는 1997
년과 1998년의 두 해에만 학부제로 신입생을 모집한 후, 1999년부터 다시 학과제로 신
입생을 받게 되었다. 입학 희망자들의 대부분이 천문우주 관련 ‘마니아’라는 학과의 특성
상, 학부제 시기의 입학생들과 학과제 시기의 입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열의의 차이는 매
우 컸다. 그 한 예로 학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학과제 입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1992년 대학원 설립 이후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2001년 대규모 집단연구사
업 중 하나인 SRC(Science Research Center) 사업 공모에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를 중심으
로 하는 연합 연구단을 구성하여 신청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세종대학교 중심의 연구단
에 밀려 선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사업에 우주과학과의 ‘태양-지구-태양계 우주환경연구실’이 선정되어 중형 이상의 집단
연구사업을 처음으로 수행(5년간)하게 되었다. 또한 이듬해에는 대학원인력양성사업인
BK21 사업의 1단계 신규분야 핵심 사업에 선정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원하게 되는 등, 연구중심 학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민영기 교수가 정년퇴임을 한 후, 3월에 신임교수로 미국 우주망원경연
구소 연구원이었던 김성수 회원(천체물리 전공)이 부임했으며, 2006년 2월 김원규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3월에 신임교수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이었던 박수종 회원(적외선 천문
학 전공)이 부임했다. 경희대학교에서 18.5년을 교수로 재임한 민영기 회원은 학교 규정(20
년 이상 재임)상 명예교수가 되지 못했지만, 정확히 20년을 재직한 김원규 교수는 퇴임 후

명예교수로 3년간 활동했다. 김성수 회원의 부임은 1997년 대학 구조조정 이전인 1996년
에 장민환 회원이 부임한 후, 같은 단과대학 내의 자연계열 학과인 응용물리, 응용수학, 우
주과학 전공 중에서 처음으로 신규 부임한 경우였다. 이는 7년이란 기간 동안 대학 당국으
로부터 자연계열 학과들이 받은 지원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자연계열 교수 수의 순수 증원은 10.5년 뒤인 2006년 2학기의 최광선 회원 부임 때가 처음). 2002년

부터 이어진 두 차례의 중형 집단연구사업의 선정과 두 신임교수(김성수, 박수종)의 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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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얻어 우주과학과의 연구 역량은 한층 더 높아졌다.
6명의 교수로는 대형 연구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03년경부터 학교 당
국에 학생 수와 교수 수를 증원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한 결과, 25명이던 학부 학생 정원이
2006년부터 40명으로 증원되는 결실을 보았다. 교수의 수와 학과 예산이 학부 학생 수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국내 대학의 특성 상 교수 수 증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학부생 수를 증
원했으나, 학부 졸업생의 진로 분야가 넓지 않은 천문우주과학 관련 학과에서 학부생 증
원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다.
학부생 증원에 따라 우주과학과의 교수 수도 증원되어 2006년 2학기에 미국 프린스
턴 플라즈마물리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최광선 회원(태양물리 전공)이, 2007년 2학기에는 한
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이던 문용재 회원(태양천문학 전공)이 신임 교수로 부임했다. 이 두
교수의 초빙은 학과 연구의 방향을 우주환경 분야로 특성화하기 위한 학과 전략을 따른
것으로, 우주과학과는 대학 안에서 특성화 학과이면서 동시에 학과 내의 연구 분야도 한
방향으로 특성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선정된 1단계 BK21 신규분야 핵심사업 선정에 이어 2006년에 시작하는
2단계 BK21 사업의 핵심 분야에도 선정되어 2012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에 있었던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여 2단계 BK21 사업은 최초 3년간만 수행하게 되
었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신청 당시 연구 업적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 목표대비 실적이 경쟁 사업단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8년 초 신청
했던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사업(WCU)에 우주과학과의 ‘달궤도 우주탐사 연구’ 사업
단이 선정되어 2008년 12월부터 4.8년간 총 135억 원의 사업비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
고, 그 덕분에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
1997년의 대학 구조조정 때부터 시작되었던 응용수학과와 응용물리학과로의 전공
진입생 저조 현상이 2000년대 중반 들어 더 두드러지면서, 급기야 2007년에는 응용물리
전공의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두 전공의 폐지
내지는(더 공학적인 색채를 띠는 방향으로의) 전공명 변경 불가피론을 피력했고, 이 문제는 비
단 두 전공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단과대학(전자정보대학) 내에 속해 있는 자연과학 계
열인 우주과학과에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우주
과학과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모집단위를 2008년부터 이 두 전공을 포함하는 광역 모집
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우주과학과의 주도 아래 이뤄졌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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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학과가 스스로 별도의 모집정원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그 당시 기초학문 학과들의 위기의식이 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 세 학과는
전자정보대학 안의 응용과학·우주과학 학부 소속이 되었고(단 우주과학과는 2학년 전공 진입
시 40명의 정원을 보장받기로 함), 이러한 편제 개편은 결국 2009년 3월 응용과학대학의 탄생

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응용과학대학은 응용수학, 응용물리, 응용화학, 우주과학 등 네 개의 전공이 모인 단
과대학이었으며, 2006년 11월 부임한 조인원 총장이 추진한 기초학문 우대 정책의 일환으
로 그 설립이 2008년 결정되었다. 2007년부터 경희대학교 편제개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
동하면서 응용과학대학의 신설과 대학 편제가 학과제로 회귀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
김갑성 회원이 초대 응용과학대학 학장을 2009년 3월부터 5년간 역임했으며, 그 기간 동
안 우주과학과 교수 수의 비약적인 증가(8명에서 14명으로)를 가능하게 했다. 응용과학대학
출범 첫 해인 2009년의 신입생은 2008년과 같이 학부제로 입학했으나, 2010년 신입생부
터는 경희대학교 내 대부분의 학과와 마찬가지로 학과제로 입학했다. 우주과학과는 전자
정보대학 시절의 정원인 40명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01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45
명으로 증원되었다.
2008년 12월 시작된 우주과학과의 WCU 사업 목표는 달 궤도 안쪽에서의 우주환경
연구를 위한 큐브샛 위성(CINEMA)을 제작하고, 공간물리, 태양물리, 태양계 천문학 등의
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9년 4
월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이었던 김관혁(공간물리 전공), 진호(천문기기 전공) 회원과 쌔트
레씨(SaTReCi)의 연구원이었던 선종호 박사(공간물리, 위성기기 전공)가 교수진에 합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 교토 대학 연구원이었던 일본인 마가라(Tetsuya Magara)(태양물리 전
공) 회원이, 다음 해 9월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원이었던 이은상 박사(공간물리
전공)가 차례로 신임 교수로 부임했다. 위성 탑재체 제작 경험이 풍부한 진호, 선종호 교수

와 2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4년 3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두 기의 CINEMA
위성이 2013년 11월 21일에 러시아의 드네프로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
려졌으며, 하루 뒤인 22일에 지상국과의 첫 통신이 이루어졌다.
우주과학과의 WCU 사업은 제1유형인 ‘학과개설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에
만 존재하는 학과인 우주탐사학과를 2009년 3월에 신설했고, 4명의 외국인 교수를 비정
년 트랙 전임교수로 선임했다. 이들은 린(Robert Lin,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솔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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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Solanki,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섬머스(Danny Summers, 캐나다 메모리얼대학), 피터 윤
(Peter Yoon, 미국 메릴랜드대학) 박사 등이었으며, 이들은 연구주제 선정, 대학원생 교육, 국

제협력 등의 여러 면에서 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우주탐사학과로 전과 또는 입
학한 대학원생만이 WCU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우주탐사학과의 신입생 정원
은 30명으로, 석사 10명, 석・박사통합 10명, 박사 10명이었다. 이 정원은 기존의 경희대학
교 일반대학원의 전체 정원 이외에 별도로 당시 교육과학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결과적으
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전체 신입생 정원을 증가시켰다. 경희대학교 내에서 유일한 WCU
제1유형 사업단이란 점을 고려하여 학교 당국이 파격적으로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생들에
게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고, 그 덕분에 WCU 소속 대학원생들은 넉넉한 인건비에
등록금 무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우주과학과 교수의 대부분도 우
주탐사학과로 제1소속을 변경했으며, 우주과학과를 제2소속으로 두어, 두 학과를 겸직하
게 되었다. 우주탐사학과의 명맥은 WCU 사업의 후신인 3단계 BK21(BK21+) 사업을 수
행 중인 2015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학과 특성화 전략과 WCU 사업 수행을 위해 선발된 총 7명의
교수들이 모두 태양물리와 공간물리 분야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천문학 분
야의 교수 확보가 시급했다. 이 때문에 세종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정은(천체물리
전공) 회원을 2011년 3월 스카우트해 오게 되었다. 이정은 회원의 합류 및 2010년 2월부터

우주과학과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윤영 회원(관측우주론 전공)의 합류로 우주과

그림 4-20 우주과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동문회(2005년 10월 8일, 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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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진의 전공 구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2013년 WCU 사업의 후속 사업인 3단계 BK21 사업의 제1유형 ‘글로벌인재양성사
업’에 우주탐사학과의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9월부
터 최장 6.5년간 대학원 인력양성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2002년부터 중규모 이상의
연구사업 또는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단절 없이 2015년 현재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WCU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우주탐사학과 학생만이 3단계 BK21 사업
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주탐사학과의 정원도 30명으로 유지되었지만, 2013년부터 나
빠진 대학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우주탐사학과 학생의 등록금 면제 혜택은 아쉽게도 사라
졌다.

•학생회 활동
우주과학과 학생회는 1985년 처음 구성되어 2015년 현재 제31대 집행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 매 학기 개강·종강 총회,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월 전체 학년 MT, 5월 학교 축
제기간 동안의 학과 행사, 여름 방학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과학 캠프, 10
월 우주과학과 동문체육대회, 12월 졸업생 환송회 및 사은회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중 우주과학캠프는 매년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2박 3일 일정의 여름방학캠
프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매해 정원을 채우는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대학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전적으로 우주과
학과 학생회가 수행해 왔다. 학부제로 개편되면서 학과의 운명이 기로에 섰던 시점에 학
과를 살리려는 자구책으로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 당국을 설득해 가며 시작한 프로그램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동문체육대회는 매년 20~40명의 졸업생과 50명 이상
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가해 온 중요한 동문 행사인데, 이 행사 또한 학생회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2월 첫 학부 졸업생이 배출된 후 우주과학과 졸업생들은 여러 방면으로 진출
해 왔다. 이들은 전자 업계, IT 업계, SI(system integration) 업계, 항공업계 등의 굵직한 대
기업 회사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계 회사 및 천문우주 관련 기업에
도 진출해 있으며, IT 관련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우주과학과 총동문회는 1990
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1월 현재 88학번의 김선식 회원이 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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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생의 상당수는 우주과학과 또는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해, WCU 사업 시기
에는 학부 졸업생의 50%가량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다. 우주과학과 및 우주탐사학과
석·박사 졸업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기상청 기상연구
센터, 대학 등의 연구·교육기관 및 각종 IT 관련 회사, 전자 회사, 항공사 등에 진출해 있
다. 학부 졸업생의 일부는 국내 타 대학의 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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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역사와 현황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는 1988년 3월 경북대학교 자연대학 천문기상학과로 시작했
으며, 1991년 8월 지금의 경북대학교 제2과학관 3층과 4층에 자리 잡았다. 1990년 5월
박명구 교수가 첫 천문학 교수로 부임했고, 같은 해 12월 윤태석 교수가 부임했다. 천문
학 교수가 부임하기 전 천문학 교육은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강용희 교수, 부산대학
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안홍배 교수와 이형목 교수(현 서울대학교)가 강의에 도움을 주었다.
1995년 3월 황재찬 교수가 부임했으며, 2004년 3월 장헌영 교수가 부임하여 지금에 이르
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영범 박사와 성현일 박사가 천문대기과학
과 천문학 겸임교수로 대학원 천문학 교육과 논문지도를 맡고 있다. 학과 이름은 1995년
3월 지금의 천문대기과학과로 바꾸었다.
학부 학생 모집 방식은 1996, 1997년은 기초과학부로 통합 모집하고 1999년에는 지
질학과와 합쳐서 지구과학군으로 모집했지만 그 밖의 기간에는 독립 학과로 모집했다. 설
립 당시 학부 정원은 30명이었으며 4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학부 정원은 26명이다.
대학원 프로그램은 학과 설립 이전부터 대학원 지구과학과(석사)로 있던 것을 1989
년 3월 분리하여 대학원 천문기상학과로 출발했으며,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1991년 3월에
개설되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지구과학교육과의 강용희 교수(2013년 2월 정년퇴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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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교수(2012년 2월 정년퇴임)가 참여했으며 지금은 2012년 3월 사범대학 과학교육학
부에 부임한 심현진 교수가 참여하여 대학원 강의와 대학원생 논문지도를 맡고 있다.
천문대기과학과는 천문학과 대기과학이 하나의 학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천문학,
대기과학 각각 4명의 교수진이 있다. 학문 분야는 다르지만 학부과정에서는 전공 분야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 졸
업을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하며, 이때는 한 분야를 택하여 주제를 정한다. 대학원에서는
한 분야만 선택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며, 박사 과정은 전공이 분리되어 있다. 2014년 8월
말 현재 500여 명이 천문대기과학과의 학부를 졸업했으며, 45명의 천문학 석사와 7명의
천문학 박사를 배출했다.
천문학과 대기과학 두 학문 분야가 한 학과에 속해 있어 교육과 연구에 제한이 많지
만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부 때부터 더 많은 전공과목
을 접하게 하고, 전공 분야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위해 학문 분야에 따른 학과 분리를 여러
해 추진해 오고 있다.
천문대기과학과는 그간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천문학 공개강연과 일반인을 위한 공
개관측 행사를 ‘밤하늘 이야기’로 이름붙이고 2007년 봄부터 정기적으로 학기마다 4회씩
경북대학교 천문대에서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이제는 지역 내 대표적인 과학행사로 정착되었다.

•연구 및 학술 활동
천문대기과학과의 천문학 전공 교수는 박명구, 윤태석, 장헌영, 황재찬 교수 4명이며, 동
교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의 심현진 교수도 대학원 강의와 대학원생 논문지도
를 맡고 있다.
교수들의 전공은 박명구 교수는 이론천체물리학, 블랙홀, 중성자별, 중력렌즈, 고천
문학, 윤태석 교수는 광학-적외선 관측천문학, 천문관측기기이며, 장헌영 교수는 태양물
리학, 천체물리학, 황재찬 교수는 우주론, 그리고 과학교육학부의 심현진 교수는 외부은하
다.
박명구 교수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의 부착과 이에 따른 에너지 방출을 포함한 천체
물리학적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양홍진, 박창범 회원과 고려사에 기록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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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록을 분석하여 1073과 1074년 이중성 R Aqr의 폭발 특성에 대해 밝혔으며, 『삼국사
기』,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의 유성 및 유성우 기록을 분석했고, 이기원, 양홍진 회
원과는 『조선왕조실록』의 혜성 기록으로 사분의 유성우의 기원이 C/1490Y1 혜성임을 확
인하여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천문 기록의 우수성을 국제 학계에 알렸다. 또한 류윤현, 장
헌영 회원과는 미소중력렌즈의 특성이나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병철 회
원, 한국천문연구원의 한인우, 김강민 회원 등과는 보현산천문대의 BOES 분광기로 거성
들의 시선속도 변화를 정밀 관측하여 거성 주변의 외계행성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했다. 그
외에도 한두환 회원 등과 제1형 초신성의 모은하에 대한 연구, 퀘이사 중력렌즈를 이용한
우주론 모형 및 은하 특성 검증 연구, 이윤희, 안홍배 회원과는 막대은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박명구 교수는 2014년 8월 현재까지 총 3명의 박사(양홍진, 류윤현, 이병철)를 배
출했으며 14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윤태석 교수는 천체 관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변광
성, 쌍성에 대한 분광관측 및 측광관측 연구를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에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근년에는 공생별, FU Ori형 별, 격변변광성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한편, 외계
행성-모항성 간 특성 탐색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 및 연구용 천문관측 기기
제작과 운용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헌영 교수는 태양 및 항성에 관한 이론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 내부구
조를 연구하기 위해 항성 진화 모형과 항성 진동 계산을 수행했으며, 태양 표면 현상과 지
구 자기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근래 들어서는 학제 간 연구의 시작으로서
태양 활동에 의한 지구 장주기 기후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시중
력렌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데 미시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한 항성 역학 분야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국내 고에너지 천체물리 관측 연구자와 협력하여 감마선 폭발체의 광
도 곡선과 잔유휘광을 이용해 감마선 폭발체의 생성 환경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황재찬 교수는 우주론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해온 주제는 상대론적 우
주구조의 선형-비선형 진화, 우주구조의 형성,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의 우주론적 역할이
다. 우주론 분야에서 6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2013년부터 ‘천체물리 및 우주론 분야 미래창의인재양성팀’이 BK21 플러스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국제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
팀은 복사 물리학 분야 기초 이론 연구와 응용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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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상대성이론에 기초한 복사와 관련된 모든 물리학을 교육·연구하여 감마선에서
전파까지 복사 방출 및 전파 특성에 대해 교육·연구하여 이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
다.

•연구시설
천문대기과학과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계산 및 관측 자료 처리를 위해 다수의 서버 및 워
크스테이션, PC들을 보유하고 있다. 천체관측을 위해 31cm 뉴턴식 반사망원경(학과 옥
상에 슬라이딩 루프형 돔에 1999년 설치), Coronado SolarMax 70, Coronado PErsonal Solar

Telescope CaK 등 다수의 소형 반사 및 굴절망원경 그리고 Fujinon 25×150, 2.5° 대형쌍
안경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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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의 역사와 현황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는 1987년 교육부로부터 학과 설립 인가 통보를 받고, 1988년
3월 설립되었다. 당시 물리학과 양재춘 교수가 임시 학과장을 맡았으며, 1989년부터 2년
간 물리학과 이해심 교수가 학과장 직을 수행했다. 1989년 김광태 교수가 부임하여 본격
적인 천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1990년 오갑수 교수, 1991년 김동우 교수, 그리고 1992년
에 류동수 교수가 부임하여 지속적으로 천문학 분야 전임교원 충원이 이루어져 빠르게 학
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4년 김용하 교수가 부임하여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시작했다.
1995년 석사 과정이 신설되어 본격적인 연구중심의 학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만들
었다. 더욱이 1997년 이유 교수가 부임하여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면서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균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1998년 박사 과정이 신설되었으
며, 천문우주과학과에서 기초과학부 천문우주과학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김동우 교수는
1998년 개인 사정으로 퇴임하여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연구소로 이직했다.
김동우 교수의 후임으로 2001년 채종철 교수가 부임했으나, 2003년 퇴임을 하고 서
울대학교 천문학과로 이직했다. 한편, 2003년에 기초과학부 천문우주과학과에서 물리・천
문우주과학부 천문우주과학 전공으로 개편했다. 2004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신규 교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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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명을 배정받아 채종철 교수 후임을 위한 정원과 함께 조정연 교수와 이수창 교수가
부임했다. 2004년 류동수 교수의 지도로 이성재 박사가 천문학 분야의 1호 박사학위를 취
득했으며, 2005년에는 김용하 교수의 지도로 정종균 박사가 우주과학 분야의 1호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2004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신규 교수 임용 정원을 배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교수 공채 정원 1명을 획득해, 2010년 홍콩 국적인 허종우(Hui Chang Yue) 교수가 임용되
어 교육 및 연구 국제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2010년에 물리・천문우주과학부
천문우주과학 전공에서 천문우주과학과로 개편했다. 2014년 3월 류동수 교수가 퇴임해
울산과학기술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해 9월 이영선 교수가 새로 부임했다. 2014년
에 두뇌한국 21(BK21)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 과정의 경우 천문우주과학과와 지
질학과를 통합한 우주지질학과를 설립하여, 천문우주와 지질학의 융합 교육 및 연구를 꾀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학부 약 160명, 대학원 석・박사 과정 약 20명, 8명의 전임교원(외
국인 전임 교원 1명 포함), 그리고 2명의 외국인 박사급 연구원이 재직하여 지방 국립대학
중 최대 규모의 천문우주과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덕연구단지에 인접한 지리
적 여건을 살려 한국천문연구원과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며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
왔다. 많은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에서 강의를 했
으며, 학과 교수들과의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석・박사 논문을 공동으로 지도받는 등 다양
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는 2000년대 이후에 학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및
연구 사업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학원 교육 부문에서 2006년 2단계 BK21 사업 지
역대학 천문우주과학 분야에서 사업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충남대학
교 지구환경과학과와 공동으로 BK21 플러스 사업의 대형 사업단에 선정되어 대학원 교
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천체 관측을 수
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 천문대 방문 및 일반인을 위한 천문 학술 행사의 개최, 그리고 천
문우주 웹 매거진의 발행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학부생들은 대전 및 충청
도 지역 등을 포함하는 시민 천문대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학점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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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8
1989
1990
1991
1992
1994
1995
1997
1998

천문우주과학과 신설
김광태 교수 부임
오갑수 교수 부임
김동우 교수 부임
류동수 교수 부임
김용하 교수 부임
천문우주과학과 석사 과정 신설
이유 교수 부임
천문우주과학과 박사 과정 신설
천문우주과학과에서 기초과학부 천문우주과학으로 개편
김동우 교수 퇴임

2001
2003

채종철 교수 부임
채종철 교수 퇴임
기초과학부 천문우주과학과에서 물리・천문우주과학부 천문우주과학 전공으로 개편

2004

이수창, 조정연 교수 부임

2006

2단계 BK21 사업 유치

2010

허종우(Hui Chang Yue) 교수 부임
물리・천문우주과학부 천문우주과학 전공에서 천문우주과학과로 개편

2013
2014

BK21 플러스사업 유치
류동수 교수 퇴임
대학원 천문우주과학과와 지질학과가 통합하여 우주・지질학과 신설
이영선 교수 부임

•연구 시설과 연구 현황
연구 시설

연구 시설로는 다수의 워크스테이션 서버와 고성능 PC가 갖추어진 천문전산실과 광학실
험장치, 광밀도측정기(Photodensitometer), 인공위성 추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광학실험
실이 있다. 그리고 천문대 및 플라네타륨(Planetarium) 상영을 위한 천문전시실이 있으며,
시뮬레이션실, 천문도서실 등이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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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천문대에는 14inch 반사망원경이 4m 돔에 설치되어 있고, 6inch 막스토프 망
원경, 9.25inch 반사망원경, 8inch 반사망원경, 4inch 굴절망원경, 6inch 쌍안경, 분광기,
그리고 다수의 CCD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대전 시민천문대의 12inch 굴절망원경의 원
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밤 시민천문대 운영을 마친 밤 11시 이후에 관측수업을 진
행 중이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유성레이더 관측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
위도에서의 고층대기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현황

천문학 분야에서는 항성, 성간물질, 은하 등 천문학의 다양한 대상에 대해 관측 및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관측 연구의 경우, 가시광 영역 이외에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
선, 전파 영역의 다양한 파장대 관측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은하 형성
및 진화 연구와 가까운 은하에 있는 성단계의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에너지
관측 자료를 비롯한 다파장 관측 자료를 이용한 밀집성(compact object) 특성 연구와 가시
광 영역의 분광 탐사 자료를 이용한 우리은하 형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론 연구의 경
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기유체역학 난류의 성질 및 다양한 천문학적인 응용에 대
해 연구하고 있다.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남극세종기지에 설치한 유성레이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상기기관측 및 위성관측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이용하
고 모델링을 통해 지구의 고층대기 및 행성의 이온권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해 오
고 있다. 한편, 세계 각지의 뉴트론 모니터와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해 우주선(cosmic ray)
의 지구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달탐사 프로젝트
에 발맞추어 달탐사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는 2단계 BK21 사업에 이어 2013년부터 충남대학교 지
구환경과학과와 공동으로 BK21 플러스 사업의 지구과학 분야 사업단(미래 우주지질 탐
사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우주/지질 분야에서 다양한 과학적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 성
장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기초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천문우주과학과는 천문우주 연구 및 우주탐사의 세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차세대 우주탐사 연구 인력을 양성해, 정부의
대형 국책연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공급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천문우주 탐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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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경 관측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주 현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교육 시스템 및 연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책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석・박사 인력 배
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천문우주과학 분야 전문가로부터 최신 연구 결과를 접하는 등 학부 및 대학원생들
로 하여금 학연협력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 마인드를 키우고 있다.

•졸업생 현황과 활용
학계 진출을 위한 국내외 대학원 진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천문대에 취업, 전공과목
에서 배운 컴퓨터 프로그램 지식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취업, 그리고 IT 콘텐츠 업
체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방송사, 항공사 등에 취업
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에서 배출된 박사는 총 17명으로 이들은 주
로 국가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 및 기상청에서 교육과 연
구에 힘쓰고 있다. 취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천문연구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이 진출했
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3명, 극지연구소에 2명으로 연구소에 12명이 진출해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전남대학교 교수로 1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각 1명씩 진출했다. 한편, 기상청에서 1명이 활발히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학부생의 경우 최근 4년간(2011년 이후 졸업자) 평균적으로 졸업
자의 48%가 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46%에 달하는 인원이 전공 유관 기관으로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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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역사 및 현황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는 1987년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설립 인가 통보를 받고, 당
시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정장해 교수가 1988년 2월 초대 학과장
으로 부임해 1998년 1학기에 4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 이용삼 교
수, 1990년 서경원 교수가 부임하면서 활발한 천문우주학 교육을 시작하여 1992년 2월에
제1회 졸업생 11명을 배출했다. 1993년 3월 김천휘 교수가 부임하면서 전문 천문우주학
도들을 배출하기 위해 1994년 3월 대학원에 천문우주학 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하기에 이
르렀다. 1995년 3월에 김용기 교수가 부임했고 1997년 한정호 교수가 부임하여 천문우주
학 교육과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한정호 교수는 2001년에 물리학과로 적을 옮겼으며, 후
임으로 2002년 이대영 교수가 부임하면서 우주과학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정부의 과학관 육성법에 의거 천문과학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천문과학
관에 종사하는 대중천문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008년 3월 대학원에 대중천문과학 전
공을 신설하여 현재 많은 수의 졸업생이 천문과학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또한 충북 진천
군 문백면의 문백초등학교 은탄 분교를 매입하여 국내 대학 보유 최대 구경인 1m 망원경
을 설치하고, 2008년 4월 충북대학교 천문대를 개관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식쌍성과 자
기격변변광성 및 이벤트 관측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SCOPUS 및 SCI급 논문들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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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3년 8월 정장해 교수가 정년퇴임하여 현재 5명의 교수가 교육과 연구에 전
념하고 있다.
한편, 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별사랑 공개관측회를 매년 개최하여 천문우주학을 알리
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문대와 함께 2014년 7월에는 진천천문대에 천문오토캠핑장을
개장하여 천문교육을 하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미산천문대, 칠갑산천
문대, 좌구산천문대, 대전시민천문대와 예천천문우주센터 등에서 매 학기 방학을 이용해
인턴 활동을 하면서 전문인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 천문대 시설을 이용한 관측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 관측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14년 현재 충북대
학교 천문우주학과에는 167명의 학부생과 22명의 대학원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대학원은
현재까지 석사 63명과 박사 5명을 배출했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주요 연혁은 다
음과 같다.
1987년 11월

학과 설립 인가

1989년 2월

이용삼 교수 부임

1988년 2월

정장해 교수 학과장 부임 / 3월 제1회 신입생 40명 입학

1990년 9월

서경원 교수 부임

1993년 3월

대학원 석사 과정 개설 / 김천휘 교수 부임

1992년 2월

제1회 졸업생 11명 졸업

1995년 2월

석사 2명 졸업 / 3월 김용기 교수 부임 / 8월 석사 1명 졸업

1997년 3월

한정호 교수 부임/ 8월 석사 1명 졸업

1999년 2월

석사 3명 졸업 / 8월 석사 2명 졸업

1996년 2월

1998년 2월

2000년 2월

2001년 2월

석사 2명 졸업 / 3월 대학원 박사 과정 개설 / 8월 석사 1명 졸업

석사 1명 졸업/ 10월 천문우주학과 설립 10주년 행사

석사 2명 졸업 / 8월 석사 1명 졸업

석사 1명 졸업 / 8월 석사 4명 졸업 / 한정호 교수 물리학과로 옮김

2002년 2월

석사 3명 졸업 / 3월 이대영 교수 부임

2004년 2월

석사 2명 졸업

2003년 2월
2005년 2월

2006년 2월
2007년 2월

석사 1명 졸업

석사 3명, 박사 1명 졸업 / 8월 박사 1명 졸업
석사 3명 졸업 / 8월 석사 2명 졸업

석사 1명 졸업

2008년 2월 	석사 2명 졸업 / 3월 대학원 과정 ‘대중 천문 과학’ 전공 신설 / 4월 충북대
학교천문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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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박사 1명 졸업 / 8월 석사 1명 졸업

2011년 2월

석사 3명 졸업 / 8월 석사 2명 졸업

2010년 2월
2012년 2월

2013년 2월
2014년 8월

석사 1명, 박사 1명 졸업 / 8월 석사 3명, 박사 1명 졸업
석사 1명 졸업 / 8월 석사 1명 졸업

석사 4명 졸업 / 8월 석사 4명 졸업/ 8월 정장해 교수 정년퇴임
석사 4명 졸업

•연구 시설과 연구 현황
연구 시설

각 교수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는 최신 PC 및 관련 주변 기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 구
비되어 있다. 또한, 교내 35cm 반자동천체망원경, 40cm 자동천체망원경, 3m 태양망원
경, 5m 위성 전파수신기, 그리고 최근 자체 제작한 2.8Ghz 전파수신기 등 천문우주 교육
에 필요한 다수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 본부 부속기관인 충북대학교 천
문대(충북 진천군 소재)가 2008년 4월 개관 이후 시험 관측을 거쳐 현재 활발히 천문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천문대는 국내 대학 규모로는 최대인 1m 반사망원경을 보유
하고 있고, 60cm 광시야망원경을 천문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
방하여 천문지식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구 현황

천문학 분야에서는 만기형 항성 주변 먼지입자의 특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 근접쌍성계에
서 제3천체를 검출하는 연구, 근성점 운동을 하는 근접쌍성계의 항성내부구조 이론의 시
험과 조석과 자전에 의한 동주기 자전 및 원형화 이론의 시험 연구와 자기격변변광성의
관측 및 관측 자료 처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레몬산, 소백산, 보현
산, 충북대 천문대에서 여러 별에 대한 측광 및 분광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해외
망원경들의 관측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태양전파 교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우주전파환경 연구, 충북대학교
망원경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한 변광성 모니터링 관측, 그리고 망원경 자동관측시
스템을 이용한 과학대중화사업에의 연계 연구를 지속하면서 관측 기기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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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플라스마 불안정(plasma instabilities), 복사대 전자덩력학
(radiation belt electron dynamics), 파-입자 상호작용(wave-particle interactions), 지구자기장의

작은폭풍(substorm), 자기폭풍(magnetic storm) 등의 주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으며, 국외에
서는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 APL(Applied Physics Lab) 그
룹과, 국내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 그룹과 상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천문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천문학과 현대 첨단 천문학을 융합해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여 고천문의기(儀器)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세종대 간의 복원을 위
한 설계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천문의기 복원 연구와 천문의기 작동 모델의 복원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왕실 천문대의 혼의(渾儀), 혼상각(渾象閣) 등의 복원에 힘을
기울이면서 한국 전통천문학을 선도하고 있다.
대중천문학 분야에서는 천문과학관의 실태 파악, 논증을 이용한 천문 전시물 제작,
천문 주제에 과학의 본성 교육을 활용한 연구, 천문 분야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
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중천문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관 전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시기획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졸업생 현황과 활용
천문우주학과 졸업생들은 전문 천문우주학자가 되기 위해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천문과학관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종합 학문으로서
천문우주학을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컴퓨터 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자신의 장
기를 잘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청이나 국가우주기상센터 등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자로
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주로 국가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부
는 대학 및 기상청에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취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천문연
구원에 8명, 기상청에 5명,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 3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표준연구원,
인공위성센터, 전파연구소 등에도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 학부생들이 대중천문학 분야
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 결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국의 천문과학관에 2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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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추세다. 학부생의 경우 최근 4년간(2011
년 이후 졸업자) 평균적으로 졸업자의 37%가 취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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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등과학원

•역사
고등과학원은 국가 기초과학의 수월성 확보와 국내외 학계의 지적 성장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고등과학원의 연구조직으로는 2014년 말 현재 수
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와 초학제연구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의 이론적 연
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말 석학교수 1명, 교수 2명, 연구원 3명으로 출발한
고등과학원은 현재 석학교수 2명, 명예교수 2명, 교수 20명, 겸임교수 2명, 연구교수 7명,
조교수 7명, 연구원 102명의 규모로 성장했다.
고등과학원에 천체물리학이 깃들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이인수 박사가 교수로 부임
한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인수 박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비슈니악(Ethan T.
Vishniac) 교수의 지도 아래 혼돈 급팽창이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

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고등
과학원으로 이직했다. 이인수 교수는 혼돈 급팽창이론과 초기우주 밀도요동의 성질, 감마
선 천체와 활동은하핵, 블랙홀 및 부착원반, 펄사 등 초기우주와 옹근천체(compact objects)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뛰어난 천체물리학자다. 그러나 2002년 이인수 교수가 학계를 떠나
면서 천체물리그룹의 존재는 다시 미미해졌다. 이 시기에 고등과학원에서 근무한 천체물
리학자로는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창환 교수, 경북대학교 장헌영 교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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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문연구원 안상현 박사가 있다. 이창환 교수는 당시 쌍블랙홀과 감마선 천체의 상관성
등을 연구했고, 장헌영 교수는 블랙홀 주변 부착원반, 감마선 천체 등을, 안상현 박사는 별
폭발 은하의 성간물질을 연구했다.
고등과학원에서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 박창범 교수가 부임하면서부터다. 박창범 교수는 1990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천체물
리과학과에서 고트(J. Richard Gott III) 교수의 지도 아래 우주거대구조의 중력적 성장에 대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1990년 10월에서 1992년 2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과 연구원(상대론을 포함한 이론천체물리 그룹; tapir)을 거쳐 199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로 부
임했다. 박창범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외부은하천문학, 우주론, 그리고 고천문학이었고,
연구 대상 천체는 우주배경복사, 우주거대구조, 은하단 및 외부은하 등이다. 연구 방법은
이론 및 계산천체물리학, 그리고 광학 및 전파관측, 자료 분석이다.
박창범 교수는 고등과학원 부임 후 한국과학자 그룹을 결성하여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SDSS: Sloan Digital Sky Survey)에 한국을 참여시켰다. SDSS 우주탐사사업은 전 하늘
의 약 1/4 지역에서 r=17.77 등급까지 약 100만 개의 은하들과 23만 개 별들을 분광관측
했다. SDSS 한국과학자 그룹은 국내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교수급 연구자 10명으로
구성되었고,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포함 약 35명으로 구성되었다. SDSS의 자료는 세계 천
문학계와 함께 국내 천문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료의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의 방법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데에서도 천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등
과학원은 2004년 SDSS-I/II 참여에 이어, 2008년 SDSS-III에, 2013년 SDSS-IV에 가
입하여 우주론과 우주거대구조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차
세대 암흑에너지 연구 실험인 MS-DESI에 참여했다.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천체물리그룹은 2003년 박창범 교수와 박찬경 박사를 시작으
로 재출발한 이후로, 2004년 최윤영, 김주한, 이정훈(조교수) 박사가, 2006년에는 인도의
칭안밤(Pravabati Chingangbam) 박사, 2007년 황호성, 김영래 박사, 2008년 히본(Pascale Hibon), 로씨(Graziano Rossi) 박사, 2010년 쿠마르(Jaswant Kumar) 박사와 김주한 박사(연구교
수), 2011년 반푸텐(Maurice van Putten, 조교수), 송용선(조교수), 황정선, 이성국 박사, 2012

년 뤼이리예(Benjamin L’Huillier), 이석천, 호우(Annie Hou), 사비우(Cristiano Sabiu) 박사,
2013년 홍성욱, 리(Xiao-Dong Li), 송현미, 소디(Bernardo Cervantes Sodi) 박사, 2014년 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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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캡션의 이름
표기와 다름

그림 4-21 2014년 9월 22일 고등
과학원 천체물리그룹 야유회(두물머
리). 좌로부터 황호성, Fadia Salmi 남
편, 송현미, Fadia Salmi, Benjamin
L’Huillier, 박창범, Raphael Gobat,
Xiao-Dong Li, Cris Sabiu, Bernardo
Cervantes-Sodi, 김주한, 홍성욱

성(연구교수), 고바트(Raphael Gobat), 살미(Fadia Salmi) 박사가 부임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2014년 10월 현재 교수 1명, 연구교수 2명, 연구원 9명의 규모에 이르렀다.
고등과학원은 자유롭고 진지한 연구 환경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이를 학계와 일반에
나누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등과학원 천체물리그룹에 재직하고 배출된 연구원들은
대부분 학계를 이끌어가는 중임을 맞고 있다. 박찬경 교수는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에
서 우주론을, 최윤영 교수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서 우주거대구조를 연구하고 있으
며, 김주한 교수는 고등과학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 연구교수로서 계산천체물리학 분야
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이정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우주거대구조와 우주론을,
칭안밤(Chingangbam) 교수는 인도 IIA에서 우주배경복사를, 황호성 박사는 고등과학원 물
리학부 연구교수로 은하단과 고적색이동 은하를, 로시 교수는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에서 우주거대구조를, 반푸텐(van Putten) 교수는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중력파와
고중력 천체를, 송용선 박사는 천문연구원에서 우주거대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고등과학원은 2013년부터 한국암흑에너지탐사사업(Korea Dark Energy Survey)을 개
시했다. 이는 SDSS‑4, DESI, LSST, SKA 등 일련의 대형 국제 공동 우주탐사들에 우리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론과 외부은하천문학 분야의 뛰어난 천문학자들을 안정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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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진하게 하고, 주요 관측사업에 공동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
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성질과 정체를 파악하고 물질의 근원과 새로운 자연법칙, 초기우주
현상 규명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천체물리그룹은 다시 한 번의 성
장을 이루게 되었다. 기존에 7명 정도의 그룹이 현재 12명 정도로 배가됨으로써 우주론과
외부은하천문학 연구의 임계질량을 채우게 되었다.

•연구 시설
고등과학원의 주요 연구 시설로는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있
다. 병렬계산용 컴퓨터가 고등과학원 천체물리그룹에 의해 처음 구축된 것은 2003년 말
에 도입된 퀘스트(quest) 클러스터였다. 퀘스트(256 cores)는 우주론적 수치모의실험 수행
을 위해 고메모리와 빠른 I/O, 대용량 스토리지를 갖춘 클러스터였는데 2006년 업그레이
드되었고, 2011년 아나푸마(annapurna)(1092 cores), 2013~14년에 백두(baekdu)(1920 cores)
가 구축되었다. 이 클러스터들의 자원 상당부분은 천체물리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2012~13년에는 775TB 규모로 병렬 I/O 장치가 구축되었다. 고등과학원의 전산장비에
대한 역사와 구축내용은 계산천문 연구 기기 부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천체물리그룹의 대내외 학술 활동
고등과학원 천체물리그룹은 기관의 미션에 맞추어 국내외 학계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학
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04년부터 우주론 및 천체생성 국제학술대회(KIAS Workshop
on Cosmology and Structure Formation)를 6회 개최했다. 2014년에 10주년을 맞은 이 학회

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우주론 학회로 성장했다. 또 SDSS 한국과학자그룹 워크숍, Open
KIAS 우주론 여름학교,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의 제문제 워크숍, 우주탐사연구회 워크숍
등 2005년부터 10년간 총 12회의 우주론 및 외부은하천문학 분야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
했다. 또한, 2010년부터 4년 동안 계산천체물리학 학회와 병렬계산 여름학교를 총 7회 개
최했다. 2007, 2009, 2012년에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고천문학 심포지엄을 3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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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2004년 10월 28일에 열린 제1회 고등과학원 우주론 및 천체생성 국제 워크숍. 이 워크숍은 2014년에 10주년을 맞
아 제6회가 개최되었다.

•연구사업 현황
고등과학원 천체물리그룹은 2004년에 ODSS(Optical Digital Sky Survey) 연구 사업을 개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SDSS 우주탐사 국제 컨소시엄에 가입하고 외부은하천문학 분야의
연구원을 확보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이 사업은 고등과학원 천체물리그룹 성장
에 양적・질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편 박창범 교수는 국제 협력을 위해 2005년 이후로 멕시코 UNAM 대학 천문학연
구소(Institute of Astronomy)를 수차례 방문하여 KIAS-UNAM 간의 공동연구를 시작했으
며 특히 6.5m 망원경(San Pedro Matir Twin telescope) 건설 사업의 국제적 협력과 과학적 과
제 발굴에 노력했다. 2007년에는 중국 북경천문대와 협력하여 구경 4m LAMOST 망원
경에서 수행할 다천체 분광탐사 사업의 과학적 과제를 발굴했다. 박창범 교수는 2010년에
고등과학원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 계산센터는 7명의 고등과학원 교수
와 천문 분야 김주한 교수를 포함한 영구직 연구교수 2명, 지원인력 3명으로 구성되었는
데, 현재 7,000개 이상의 CPU 코어를 가동하는 등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에 있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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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기초과학 계산연구 조직이 되었다. 이 계산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계산 능력이 제고되고 국내외 기초과학 계산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또한 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 기관이 관련되는 여러 천문우주 탐사 사업과 관련 사
이언스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대규모 우주탐사 국제 컨소시엄에 공동 대응을 하고, 한
국 그룹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공동 연구 및 관측 사업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기관 재
직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우주탐사연구회’를 설립했다. 2011년 4월 1일 첫 모임을 가진
이 연구회는 연 세 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워크숍 3회를 개최했다. 한편 2011년 말
에 인도 푸네(Pune)의 IUCAA 센터 소장이 한국-인도 간의 연구 협력을 위해 고등과학원
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12년부터 KIAS와 인도 IUCAA 간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
으며 현재 다천체분광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고등과학원은 ODSS 사업의 종료와 함께
2013년부터 KDES 사업을 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MMT 망원경을 사용한 중적색이동
시기에 있는 은하단과 딸린은하계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 국제 공동 우주탐사에 참
여하고 있다.
2013년 6월 우주탐사연구회는 ‘한국 거대우주탐사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
정하고, 고등과학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그 첫 사업
으로서 SDSS-4 국제우주탐사사업에 공동 참여했다. 또한 ‘대형 연구장비(중대형망원경)
공동 활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참여 기관으로 정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MMT와 마젤란망원경 관측시간 공동구매와
활용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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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역사와 현황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는 2003년도부터 수리물리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으
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함께 개설되었다. 2014년 현재까지 학사 141명, 석사 26명, 박
사 2명을 배출했으며, 2011년에는 천문우주학과로 독립하여 매년 30명의 신입생을 모집
했다. 2014년 가을 현재 학부에 132명이 재학 중이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8명이 재학
중이다.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는 2014년 2학기 현재 강영운, 성환경, 이희원, 이재우,
채규현, 김성은, 반푸텐(Maurice van Putten), 로시(Graziano Rossi) 교수 등 모두 8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2013년에는 홍경수 회원이 마젤란은하의 식쌍성 연구로, 2014년에
는 임범두 회원이 산개성단의 측광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천문연구원에서 박
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천문학과의 졸업생 다수가 국립과천과학관,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에스이랩(SE
Lab), 어린이천문대, 에스엘랩(SL Lab)을 포함한 정부 관련 기관 혹은 기업에 취직하여 천

문학의 교육과 천체투영관의 운영, 천문대 장비 및 천체망원경 보급 또는 천문 영상 분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직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한국천문
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기상청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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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학교 천문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시설은 곤지암천문
대에 위치한 76cm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이다. 현재 76cm 반사망원경은 4k CCD를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관측 실습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초신성, 격변변
광성, 식쌍성과 같은 변광천체의 관측 연구와 향후 국내 천문학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관측 실습을 위해 경기도 곤지암에 40cm 반사망원경이 갖추어진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에 학생들의 교내 광학/전파 관측 실습에 사용하기 위하
여 자연과학대학 영실관 옥상에 컨테이너와 3m 돔으로 이루어진 간이 관측소를 완공했
다. 이 교내 관측소에서는 20cm 셀레스트론 망원경과 SBIG ST-7 CCD, 전파 관측 실습
을 위한 SRT 소형 전파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의 전산 천문학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천문계산실에는 총 18대의 PC가
구비되어 있다. Linux/Windows 환경을 제공하며 IRAF(Image Reduction and Analysis Facility)를 비롯한 천체영상 분석 실습 및 다양한 천체물리학 시뮬레이션 교육을 한다. 천문광

학실험실에는 3개의 광학 테이블, 광학 기기, 레이저, 광전측광기 등이 구비되어 학생들에
게 광학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별자리 교육 및 위치천문학 실습을 위해 이동식 플라
네타륨을 구비하고 있으며, 별밤 축제에서 일반인을 위한 천문 강연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나온 발자취
1988~2000년: 지구과학과의 한 분야로서 천문학 교육과 연구의 씨앗을 마련
세종대학교학교에서 천문학의 교육과 연구는 1985년에 개설된 지구과학과에 1988년 강
영운 교수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지구과학과 창설과 함께 도입
을 추진했던 당시 국내 최대의 76cm 반사망원경을 도입했다. 이 망원경은 1993년 영실관
옥상에 설치된 8m 돔에 설치되었으며, 1999년에는 곤지암에 세종대학교학교 곤지암 관측
소를 세우고 40cm 반사망원경을 도입했다. 1994년 우주론을 전공한 나대일 교수가 부임
하여 세종대학교 천문학의 교육과 연구가 크게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급팽창이론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나대일 교수는 안타깝게도 1996년에 암으로 타계했으며, 이
는 세종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천문학계에 더 없이 슬프고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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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1년: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와 천문우주학과
나대일 교수의 사후 강영운 교수 홀로 세종대학교에서 천문학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다가
2001년 이희원 교수가 부임했고, 이어 2002년 성환경 교수가 부임하여 지구과학과에는
천문학 전공 교수가 3명이 되었다. 세종대학교 교수들은 한국과학재단이 우수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부터 시작했던 우수연구센터를 천문학 분야에서 유치하
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했다. 세종대학교학교 역시 우수연구센터 유치에 적극적
으로 호응하여 천문학과의 독립과 교육・연구를 위한 추가 공간 확보, 대응 자금 지급, 신
임 교수 채용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강영운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천문학
회 부회장직과 한국우주과학회 편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학내에서는 자연과학대
학장직을 맡고 있었다. 한국천문학회와 한국우주과학회 회장단이 한국과학재단의 이사장,
수리물리분야 전문위원, 과학기술부 차관 등을 만나서 천문학 과제가 우수연구센터 지정
과제로 선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했다.
마침내 2002년 초에 천문학 과제가 지정 과제로 선정되고 ‘우주구조와 진화’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2002년 SRC 공모가 이루어졌다. 세 차례의 평가를 거쳐 2002년 6월 4일
세종대학교학교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가 과학기술부 및 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
로 선정되었다. 그 후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23일 센터 개소식을 거
행했다. 개소식에는 과학기술부 이승구 차관, 세종대학교학교 주명건 이사장, 김철수 총장
등이 참석했고, 천문우주학계에서는 조세형 한국천문연구원장, 김철희 한국천문학회장,
이우백 한국우주과학회장, 김정욱 고등과학원장, 원로 천문학자 김정흠, 나일성 교수, 센
터 공동연구원, 세종대학교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대학 차원의 센터에 대한 대응 지원 약속에 따라 2003년에 천문우주학과가 세종대
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신설되었고, 초대 학과장으로 이희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어서 같
은 해에 이재우 교수와 채규현 교수가 부임하게 되었고, 2004년 김성은 교수가 부임하여
전임 교수 6명의 학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신설 학과의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영실관을
증축하여 새로 추가한 6층에 천문학과 교육・연구 공간이 마련되었다.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 서울 캠퍼스 영실관 옥상에 위치한 76cm 망원경을
소백산천문대로 이전 설치하고, 4k CCD의 구입과 필터 박스 제작을 한국천문연구원과
협력하여 수행했다. 센터에서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망원경 시간 확보에 주력한 결
과, 아르헨티나 국립천문대(CASLEO), 우즈베키스탄 마이다낙, 호주 국립대학교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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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 있는 세로톨로로 미국국립천문대(CTIO) 등의 망원경 시간을 확보하고 사용했다.
또한, 대규모 수치 모델 계산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PC 클러스터를 구축했
다.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는 SDSS 프로젝트와 SMARTS(Small and Moderate Aperture
Research Telescope System) 컨소시엄과 같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7차 태평

양 지역 항성천체물리학 회의(PRCSA, Pacific Rim Conference on Stellar Astrophysics)를 비롯
한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고 후원했으며,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국내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개설하여 천문학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2009년에는 한국-태국
국제 항성천체물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2.5m 망원경을 구축한 태국 천문학계와 국제 학술
교류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에서는 다수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을 지원하여 한국 천문학계에 우수한 연구 인력이 충원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재우 교수는 칠레 세로톨로로 미국국립천문대 1.0m 망원경과 칼슘필터를 사
용하여 우리은하에 존재하는 구상성단의 50% 이상에서 그 구성 별들의 칼슘 함량이 매우
다양함을 밝혀 우리은하 형성 과정의 중요한 관측 연구 결과를 2009년 『네이처』에 발표했
다.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3년마다 시행된 두 번의 중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 천문학계에 크게 공헌하고 2011년 2월에 종료되었다.

2012~현재: 두 외국인 교수와 함께 천체물리와 우주론의 시대로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의 종료와 함께 천문우주학과에서는 2명의 외국인 전임 교수를
초빙했다. 2012년 2학기에 반푸텐(van Putten) 교수가 부임했고 2014년 1학기에 로시 교수
가 부임했다. 반푸텐 교수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 천체물리학의 여러 분야에 연구 업적
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장기감마선폭발(long gamma ray burst) 천체에서 생성되는 중력파 검
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로시 교수는 은하와 퀘이사의 라이만 알파 흡수
선군(Lyman alpha forest)과 거대우주구조를 비롯한 우주론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두 교수와 함께 천문우주학과에서는 항성 탄생, 쌍성계 천문학, 구상
성단과 은하의 진화, 외부은하와 중력렌즈, 감마선 폭발 천체와 중력파 검출, 우주론에 이
르는 천문학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10차 PRCSA(Pacific Rim Conference on Stellar Astro-

290 

한국천문학회 50년사

physics) 회의를 주최하여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연안의 많은 국가의 천문학자들이 참가해

항성천체물리학의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학술 교류와 연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별밤 축제와 학과 활동
천문우주학과에서는 지구과학과 시절부터 학부생들의 자치 활동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
하면서 일반인에게 천문관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밤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천문학
강연과 소형 망원경을 사용한 행성과 쌍성 및 성단 관측을 일반인과 같이 하고 이동식 플
라네타륨을 사용하여 별자리 설명회를 곁들여 과학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1995년 3월
7일 세종대학교 천문대 개관을 기념해 제1회 별밤 축제를 시작으로 2014년 5월에는 곤지
암에서 34번째 별밤 축제를 개최하고 곤지암 76cm 망원경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 천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보현산천문대와 소백산 천문대를 비롯한 국내 여러 천문대 시설 견학 프로그
램인 성지(星地)순례를 운영하고 있다. 견학 프로그램에는 전체 학과 교수와 학생이 참가
하여 현대 천문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마당인 동시에 도시에서 벗어나 어두운 밤하늘에서 여러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 활동의 체
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개최한 성지순례에는 학과 창설 10주년을 기념하
여 30여 명의 졸업생도 참가해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사제 간의 정을 확인하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물리학과와 통합을 통한 새로운 출발 모색
2015학년도부터 천문우주학과와 물리학과가 통합하여 물리천문학과로 새로운 출발을 한
다. 물리학과 14명 교수와 함께 22명의 교수가 재직하며 매년 66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중력과 상대성이론 및 현대우주론을 포함해 현대천체물리학 전체 분야의 지식을 망라하
는 국내 유일 학과로서 국제화를 선도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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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교육대학교

•천문학 교육의 역사와 특징
서울교육대학교는 1946년 5월 22일 경기공립사범학교로 설립된 후, 1950년 4월 1일 국립
서울사범학교로 개편되면서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 시작했다. 그 후 1962년 3월 1일 2년
제 대학인 서울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에는 서울교육대학교로 4년제 대학이 되
어 일반 대학과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 현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아동수가 크게 줄고 각 지방 간의 수요 편차가 심해, 현재는 교육대 졸업 후 임용고
사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응시하여 임용고사
를 볼 수 있으나 지역 가산점이 있어 약간은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소 유리하다. 그러
나 갈수록 지역 가산점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될 때
서울의 경우 졸업생의 70% 정도만 교사로 임용된다.

•교육대학교의 교육 과정과 과학교육과
대학의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전 교과를 공통적으로 수강한
다. 이 외에 심화 과정이라 하여 전체 학점의 1/4 정도는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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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심화 과정은 일반 대학의 학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에는 13개의 학과가 있다. 학과는 일반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의 성격을 갖는다. 각 학과
전임 교원의 전공 특징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다. 전공한 학문적 배경이 처음부터 교육
학을 전공한 사람과 내용 위주를 전공한 사람으로 나눈다. 그러나 교육대학에 임용된 이
후 고유 전공이 있어도 모두 초등교육과 연계하여 강의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
나라 전국에 산재한 11개 교육대학교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학과 중에서 자연과학을 지도하는 학과가 과학교육과다. 과학교육과는 물
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4개 분야로 세분된다. 이 4개 분야의 전임교수도 역시 과학
교육을 전공한 교수와 자연과학의 각 분야를 전공한 교수 등으로 양분된다. 현재 과학교
육을 전공한 교수는 학부 때부터 사범계열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 내용학 중심으로 자연과학의 한 분야를 전공한 교수는 대부분 일반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 대학원 출신 교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대학교의 과학교육과 교수진은 교
육학 전공 교수와 내용 위주의 전공 교수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학 전공 교수는 대부분 과
학교육에 필요한 방법론, 평가론, 교육과정론, 지도론, 연구론 등의 교육 방법 위주의 교육
을 맡고 있다. 반면에 내용학 교수는 과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의 원리와 다
루고 있는 과학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를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다만 어느 방법에 무게를 두고 지도하느냐
정도다.

•천문 교육과 관련된 시설
일반적인 교육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문 관련 기기는 사범 계열의 대학과 유사하다.
소형 천체의 위치 이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천구의와 삼구의 등은 많이 확
보되어 실내에서 1일 또는 1년 동안 해와 달의 운행 원리를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소형으로 된 간이형 천체투영기도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천체를 육안으로 관측할 뿐만 아니라 망원경과 같은 관측
기기로서 관측하는 활동이 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실험 활동은 달의 표면 관측이나
행성들의 관측이다. 이 관측 활동을 위해 쉽게 운반이 가능한 소형 굴절망원경과 반사경
이 10대 이상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중형으로서 20inch 이상의 반사망원경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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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별을 관측하는데 정량화된 별의 밝기 변화 또는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간이
형 측광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측광기를 이용하면 거의 0.2등급의 밝기 변화도 측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천문관측 기기를 가지고 관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다만 과학교육과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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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1959년 지학과로 창설되어 1961년부터 과학교육
과 지학 전공으로, 1982년 지구과학교육과로 개칭되어 2014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59년 물리 교육과 소속이었던 유경로 교수가 부임하여 천문학 교육을 담당했으며, 천문
학과 지구과학교육에서 10명의 석사학위자를 배출했다. 유경로 교수는 1982년 정년퇴임
했다. 1973년 윤홍식 교수가 부임하여 태양 연구를 수행했으며 천문학에서 2명의 석사학
위자를 배출했고, 1975년에는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 부임한 최승언 교수는 천문학에서의 수치모델링 연구를 위하여 자기유체동
력학 코드를 개발하고, 천체물리제트 현상, 항성풍 혹은 초신성 잔해의 동역학 구조 연구
를 했다. 이를 정리한 연구 결과는 9명의 교수와 함께 1995년 민음사에서 발간한 『수치천
체물리학 I』이다. 2000년부터는 과학영재교육원을, 2008년부터는 관악영재교육원을 맡아
운영하면서 천문 교육을 포함한 과학영재 교육과 지구과학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문교육연구실에서는 천문학 및 지구과학교육에서 석사학위 63명과 박사학위
13명이 배출되었다. 현재 석사 과정에는 5명, 박사 과정에는 3명의 대학원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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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설과 활동
지구과학 교육 및 과학영재 교육에서 천문 교육을 교실 현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대학교 10-1동 옥상에 설치된 지구과학교육과 천문대에 16inch 반사망원경을 설치하고,
CCD 및 DSLR 카메라와 다수의 소형 망원경들을 이용해 학부생의 천문관측 교육을 하
고 있다. 또한 과학영재 교육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지구과학 교육에서의 ‘과
정으로서의 과학’, ‘과학적 모델링 및 사회적 구성주의’ 라는 과학 교육 연구 주제를 가지
고 천문 교육 모듈을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학습 교실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구과학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과학 교육의 천문 내용을 다루는 현장의 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위해
천문학 관련 서적인 『천문학의 이해』(1991), 『우주의 메시지』(2008), 『천체물리학의 이해』
(2012)를 집필했다. 또한 과학, 수학, 컴퓨터 교육을 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융합 과학 교육의 실제를 보였는데, 여기서 다루는 과학은 주로 천문학 내용을
담아 『수학과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 이해하기』(2009), 『과학, 수학, 컴퓨터 융합교육의 실
제』(2013)를 발간했다. 최근에는 천문학 내용을 과학 교육에서의 탐구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천문학으로 과학하기: 탐구』(2014)에서 다루었다. 현재는 천문학의 학습 내용들을
스토리와 함께, 모델링 과정과 문제 발견 및 해결 과정을 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천문학자
는 현재 미국에 1명, 영국에 1명, 전북대학교에 1명, 경희대학교에 1명, 한국천문연구원에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미국에 있는 1명은 천문학으로 박사과
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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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1963년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내에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새로 설치하고 6명의 학부 신입
생을 모집하면서 출범했다. 1988년 경북대학교 자연대학 천문대기과학과가 설치되기 전
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학부 수준의 천문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학
원에서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였다. 학부 신입생 모집 정원은 1968년 15명, 1970년
20명, 1979년 30명, 1982년 39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1986년 21명, 1987년 15명, 1993년
20명 등으로 학령인구와 교원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변동을 겪었다. 2014년 현재 학부 신
입생 모집 정원은 17명이다. 모집단위명은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 지구과학교
육과를 오가며 변화해왔으나 신입생 모집은 과학교육학부 4개 전공이 항상 별도로 진행
해 왔으며, 2014년 가을 학과 분리 결정이 승인되어 정식 명칭이 지구과학교육과로 정리
되었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는 이시우 교수가 천문학 교육과 항성 진화 연구를 담당했
고, 이시우 교수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로 자리를 옮긴 후, 1980년부터 2012년까지 강용
희 교수가 천문학 교육과 우리은하 구조 연구를 담당했다. 지구과학교육과 졸업생이기도
한 안병호 교수는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우주기상 연구와 지구물리 교육을 담당했다.
2012년 심현진 교수가 임용되어 천문학 교육과 외부은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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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는 1969년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지구과학교육 전공도
1969년 개원하여 현직 교사를 비롯한 석사학위 대학원생을 배출했다. 2003년에는 과학교
육학과 일반대학원이 신설되어, 과학교육학과 내에 지구과학교육 전공으로 석사・박사학
위 대학원생을 양성하고 있다. 그동안 천문학 전공으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한 사례는 총
8건, 천문학 교육 전공으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한 사례는 총 12건이다. 석・박사 학위 졸
업생 대부분은 현직 중등 지구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
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혹은 사범대학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
육학 석・박사 학위가 수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구과학교육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동 대학교 자연대학 천문대기과학과 천문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지
구과학교육과 지도교수와 논문을 작성한 사례가 1건 존재하고, 그 외 본교 자연대학 천문
대기과학과 천문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이수, 학위를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 경북대
학교 내에 자연대학 천문대기과학과와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가 같이 존재하며, 특히
같은 건물(제2과학관)을 공유하고 있어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의 공유, 공동 지도교수 선정
등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천문대기과학과의 지구과학교육 교직 이수생은 1년
에 1명 내외다.

•연구 시설과 활동
현재 지구과학교육과가 위치한 제2과학관 옥상에는 5m 원형 돔과 돔 내부 고정식 피어에
지름 400mm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이 주망원경은 1970년대 지구과학교육과 사범
대학 신관에 위치했을 때 설치한 원형 돔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사범대학 신관에도 기존
의 지름 6m 원형 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플라네타륨 등으
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 외 70~200mm 내외의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태
양망원경이 다수 구비되어 있어 학부생의 관측 실습에 사용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시내라
는 위치 때문에 주변 하늘이 밝은 편이며, 한계등급은 V필터에서 12등급 내외로 이를 최
대한 고려한 실습 주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 지구과학교육과에서는 사범대학의 특성 상 초・중・고등학교 현장과 연계한
연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 고등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및 연구・수업 지원, 지구과
학 교사 모임 및 학내 천문 동아리 지도교사 모임 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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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경쟁률 증가와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원 내부 사정 등 외부 요인으로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천문학 연구로 논문을 작성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학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등 교육과의 연계를 활용하는 등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천문학
전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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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연혁과 현황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1967년 지구과학 전공(30명)이 인가되어 그 다음
해인 1968년에 제1회 학생이 입학했고, 197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80년 지구과
학 전공이 지학교육과로 개편되면서 10명이 증원되었다. 1986년에는 지학교육과가 지구
과학교육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학부제로 운영되면서 정원이 15명
으로 감축되었으나, 2006년 정원이 20명으로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은 1980년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이 인가되어 지금까지 계절제로 운영되고 있
고, 1999년 일반대학원 석과 과정과 박사 과정이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4
년 현재 학부 졸업생 수는 981명이며, 대학원생 졸업자 수는 150명 정도다.

•교수진
1968년 과학교육과의 지구과학 전공이 신설되어 지구물리학 전공인 문광언 교수가 업무
를 담당했다. 그 뒤 지질학 전공인 우영균 교수, 대기과학 전공인 곽종흠 교수, 천문학 전
공인 박홍서 교수가 차례로 임용되어 지구과학교육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뒤 지구과학교육과는 1990년 공주사범대학교가 공주대학교로 승격하여 이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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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연도별 교육 과정
연도

공통

지질

천문

대기

해양

지구물리

지구과학교육

계(%)

1992

4(13)

7(24)

5(17)

6(20)

4(13)

3(10)

0(0)

29(100)

1998

3(10)

6(20)

4(14)

3(10)

3(10)

2(7)

7(25)

28(100)

1999

4(13)

5(17)

4(13)

3(10)

3(10)

2(7)

8(27)

29(100)

2003

3(10)

6(20)

4(13)

3(10)

3(10)

2(7)

8(27)

29(100)

2006

3(10)

6(20)

5(17)

3(10)

3(10)

2(7)

8(27)

30(100)

2009

3(10)

6(20)

5(17)

4(13)

3(10)

2(7)

6(20)

29(100)

2014

3(10)

6(20)

5(17)

4(13)

3(10)

2(7)

6(20)

29(100)

학(후에 자연과학대학)이 만들어졌고, 최석원(1992년), 우영균(1994년), 곽종흠(1994년), 소선
섭(1996년) 교수가 자연대학으로 전출되었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이원국 교수와 김여
상 교수가 퇴임하여 지금까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김종헌 교수(지질학), 김칠영 교수(천문학), 김희수 교수(과학교육 및 관측천문
학), 서은경 교수(대기과학), 장유순 교수(해양학) 5명이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
연도별 교육 과정은 표 4-7과 같다. 지구과학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지구과학 교육이다. 내용에서는 지질학-천문학-대기과학-해양학 순서로 그 비중이 다
르다.

•천체관측 시설
천체돔 및 망원경

천체관측 시설은 크게 천체돔 5개가 있다. 이 중 4개의 천체돔에는 각각 16inch 반사망원
경, 14inch 반사망원경, 152mm 굴절망원경, 102mm 굴절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3개 돔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은 원격천체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인터
넷으로 현장의 초・중등 교육에 서비스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돔은 오프라인 관측과 간이
행성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용 망원경으로는 152mm 굴절망원경, 102mm 굴절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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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공주대학교
천체망원경 돔

경, 퀘스터(Quester) 7inch 반사망원경, 셀레스트론(Celestron) 8inch, 75mm 굴절망원경 등
이 있다.

관측 도구

CCD 카메라에는 STL11000M, ST8Xe, ST7Xe, STV 등이 있고 가이드용 및 밝은 천
체 관측용으로는 ZOOM CCD 카메라, QHY5-II, ToUCam 등이 있다. 일반카메라로
는 Pentax 67 카메라, FM2 등이 있다. 또 달유성체 관측 등 미세한 빛을 검출하기 위한
SHV745 CCTV 카메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광전관측용 기기로는 SSP5를 활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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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1967년에 30명 정원의 학과 신설 인가를 받아,
1968년 제1회 신입생이 입학했다. 1980년 대학원(지구과학과)과 교육대학원(지구과학 전
공)에 석사학위 과정이 신설되었고, 1999년 10월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 지구과학과(천문
학 전공, 대기과학 전공, 해양학 전공, 지질학 전공)가 개설되었으며, 1999년 8월 기상청과 학・

연 협동계약을 체결하여 학・연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1997년에 기존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화학교육과와 함께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 전공)로 통합되어 학부 1학년 말
GPA(Grade Point Average) 성적순으로 학생 개인에게 전공 선택권을 부여했고, 2012년에
는 다시 지구과학교육과의 학과로 독립되었다. 지구과학교육과로서는 전국 단위에서 두
번째 설립된 오랜 전통을 가진 학과로,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호남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 다수가 지구과학 교사 및 과학 교사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지구과학 내
세부 전공에서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외부 대학원 및 과학관, 시민천문대, 지질연구원, 기
상청 등에 진출했다.
지구과학교육과는 사범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건전
한 인성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유능하며, 21세기를 주도하는 훌륭
한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및 과학 교사를 양성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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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은 지구과학 교사 양성을 주목표로 하여 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복수전공의 개념으로 공통과학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을 아우르는 통합 지식을 습득, 이 4개 분야의 통
합 교육이 가능한 과학 교사의 양성도 꾀하고 있다. 학과 개설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
고 있는 현장교육은 천문답사, 지질답사, 해양조사 및 교육 실습 등이 있고, 학과지 『천맥』
의 발행을 통해 과학 뉴스와 학과 운용 모습을 담기도 한다.
2014년 현재 류찬수(대기과학), 안건상(지질학), 안경진(천문학), 박영신(교육학) 등 4명
의 전임교원 이 학년 당 20명 정원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1971년 김영성 교수가 전임
강사로 부임하여 2006년 퇴임 시까지 천문학 강좌를 담당했다. 이후 2007년 안경진 교수
가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천문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안경진 교수
는 초기별, 우주 재이온화, 우주거대구조 형성 및 암흑 물질 현상학 등의 이론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주로 수치 시뮬레이션이나 준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안경진 교수는 중
・소형 수치 시뮬레이션은 연구실에 설치된 130코어 리눅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이외의
대형 시뮬레이션은 주로 수천 코어를 하루 이내의 큐 대기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외 대
형 수퍼컴퓨터(총 50,000코어 이상 시스템)를 사용하여, 특히 우주 재이온화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학과의 특성상 천문학 전공 대학원생의 모집이 수월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외부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참여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차후 천문학 전공 대학원
생 유치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박사학위 과정, 외부 전문가 초빙 및 장기 해외 파견 등의
파격적인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담양 청소년수련관의 박종철 박사는 시간
강사 및 겸임교수로 일반지구과학실험 강좌를 담당하며, 김영성 교수와 함께 화순 운주사
칠성석이 북두칠성을 표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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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연혁과 현황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1969년 창설되어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구과학
분야 중등교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초기에 천문학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우종옥 교수가 부임했으나, 1987년 교원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홍배 교수는 1982년에
부임하여 천문학 교육과 외부은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형목 교수는 1989년 부임하여
천체물리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1998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1992
년 브레인풀 연구원으로 강혜성 박사가 합류했다가, 이후 1999년 교수에 임용되어 고에너
지천체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부에 개설하는 천문학 관련 강좌는 ‘일반천문학’, ‘항성천문학’, ‘천체물리서론’,
‘우주론’, ‘관측천문학’, ‘관측천문학 실험’이 있고, 교양과목으로 ‘태양계와 우주’를 개설
하고 있다.
1986년 대학원에 천문 전공과 기상 전공으로 이루어진 지구과학과가 설치되어 석사
과정 교육이 시작되었고 곧 박사 과정도 개설되었다. 그동안 천문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32명을 배출했고, 박사학위는 이창원, 강용우, 이상현, 김효령, 백창현, 박종철 등 6명을 배
출했다.
1999년 BK21(Brain Korea 21) 사업이 시행되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정원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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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초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수도권 대학원에 학생들이
집중되었고, 지방의 대학원 과정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석사 과정에 6명과
박사 과정에 5명의 대학원생이 있으나, 대부분 현직 교사들이다. 또한 교육대학원을 통해
다수의 교사들이 재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천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활동
1996년 8월 19~23일에 제7회 아태지역국제천문연맹회의(APRIM: Asia-Pacific Regional
IAU Meeting)이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본과의 이형목 교수와 안홍배 교수가 조직

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학술대회는 24개국에서 300명의 천문학자가 참가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학술행사였으며, 한국 천문학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6월 26~29일에는 제1차 한국천체물리학원크숍(1st Korean Astrophysics Workshop: Numerical Methods for Astrophysical Flows)이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이후 한국천체

물리학워크숍(KAW) 시리즈의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2004년 8월 16~20일에는 제3차
워크숍(3rd Korean Astrophysics Worksho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smic Rays and Magnetic
Fields in Large Scale Structure)이 개최되었는데, 프린스턴대학의 오스트라이커(J. P. Ostriker)

교수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강연을 했고, 천문학에서의 여성(Women in Astronomy)
이라는 제목으로 7명의 여성 천문학자들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연구 시설
학부 교육용으로 1970년대 중반에 구입된 6inch 굴절 망원경, 1989년 IBRD 차관 자금으
로 구입된 16inch 반사망원경과, 2000년 학부 교육을 위해 구입된 14inch 슈미트 카세그
레인 망원경이 각각 독립된 돔에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휴대용 망원경으로 4inch 퀘스터,
8inch 슈미트 카세그레인, 6inch 뉴턴식 반사망원경 등 다수의 소형 망원경이 있고, 다수
의 CCD 카메라가 있어 학부생 관측 실습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치계산 연구를 위해
총 7기의 계산용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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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1951년 사범대학이 설립되면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수학과가 창설되었고 이들
학과에서 중등학교 과학 및 수학 교사를 양성했다. 1962년 정부의 학제 개편 정책에 따라
이 네 학과들은 문리대학(현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다. 사범대학에
는 지속적인 과학 교사 양성을 위해 과학과가 신설되었고, 1969년에는 명칭이 과학교육과
로 개칭되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해 1972년 과학교육과에 지구과학 전공이 증설
되어 천문학이 본격적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되었다.
현재 과학교육과에는 17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며, 지구과학교육 전공에는 네 명의
전임 교원이 천문학, 지질과학, 대기과학, 교과교육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교과는 1984년까지 외부 강사가 담당했다. 1984년에 유계화 교수가 부임하여 천
문학 전임교수가 천문학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유계화 교수는 공생별에서 관측
되는 방출선의 특성과 강착 원반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유계화 교수는 2009
년 8월 은퇴했다. 2010년 3월에는 안덕근 교수가 부임하여 현재 천문학 관련 모든 교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안덕근 교수는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SDSS: Sloan Digital Sky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은하의 구조와 진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스피처 우주망원경, 수

바루 망원경, NASA IRTF 등의 망원경 시설에서 얻은 적외선 관측 자료를 통해 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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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심의 별 탄생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전공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들이 천체 관련 현상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1985년 부임한 김성원 교수는 상대론 및 우주론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블랙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9
년 부임한 한인식 교수는 가속기를 이용한 핵천체물리학 실험 및 암흑물질 탐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홍순태 교수는 2002년 부임하여 중력 이론과 우주론에 고차원 초끈 이론
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구과학교육 전공에는 학부 과정, 일반대학원 과정, 교육대학원 과정이 개설
되어 있다. 이 중 대학원 교육은 1967년 본교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과
학교육 전공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는 지구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전공으로 분리 운영되어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순수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양성했으
며, 천문학 및 천문 교육 관련 내용으로 그동안 5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교육대학
원과는 별개로 본교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는 1997년부터 석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고
2000년에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그 동안 천문학 관련 분야로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가 배출되지 않았으나 2014년 천문학 분야 최초의 이학 석사학위가 수여되었다. 현재 본
과 지구과학교육 전공에서는 천체물리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석사 과정 연구원
이 소속되어 안덕근 교수의 지도 아래 우리은하에 대한 관측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25~30명의 학부생이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 학부생들의
천체관측 실습을 위해 다수의 소형 천체망원경과 부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종합
과학관 B동 옥상에는 1987년에 설치된 돔 시설과 40cm 반사망원경이 있으며 학부 및 대
학원 관측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308 

한국천문학회 50년사

18.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충북대학교는 1970년에 교육학부 과학교육과(물리, 화학, 생물 3전공)를 창설했다. 이때 모
집 인원은 30명이었고, 1971년 40명으로, 1977년 60명으로 증원되었다. 1978년 충북대학
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지구과학 전공이 신설되었고, 당시 모집
인원이 70명으로 증원되었다. 1989년에는 모집 인원이 35명으로 감축되었다가 1994년 55
명으로 증원되었다.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육 전공 과정이 신설되었고, 1998
년 과학교육과에서 과학교육학부로 개편되었으며,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 교사 자
격증 소지자를 배출했다. 이후 2009년부터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각 과로 분리되어 지구과
학교육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이다.
1981년 과학교육과의 지구과학 전공이 신설되어 지질학 전공인 최병렬 교수(1981~
2010)가 과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 후 차례로 과학교육학 전공인 국동식 교수(1982~2012),

천문학 전공의 정장해 교수(1983~1988), 지질학 전공인 이창진 교수(1984~2012)가 임용되
었다. 정장해 교수가 천문우주학과로 옮긴 후 천문학 분야에 지속적인 교수 충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형식 교수(2002~현재)가 임용되어 지구과학교육과의 기틀이 마련되었
다.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지구과학교육과는 2010년 최병렬 교수, 2012년 국동식 교수
와 이창진 교수가 각각 퇴임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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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지구과학교육과 변천사
정원(명)

비고

30

1970
교육학부 과학교육과(물리, 화학, 생물 3전공)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40

60

1980
70

지구과학교육 전공 신설

1990

35

2000

55

공통과학교육 전공 과정 신설(1997)
공통과학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출
(1999)

과학교육학부

2010
지구과학교육과

15

창설 때부터 많은 기여를 해온 세 교수의 퇴임 이후 2012년 대기과학 분야의 윤대옥
교수와 2013년 지질학 분야의 이동찬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2014년에는 과학교육학 분야
의 김형범 교수가 임용되었다. 이로써 지구과학교육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모든 교수들이 학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81년 학과 신설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동안 많은 교육 전문가를 양성했다. 학과
창설 이후부터 학부 졸업생 수는 377명,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는 74명, 박사학위 수여
자는 3명이다. 졸업생의 대부분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로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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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외 공무원, 연구원, 박물관 큐레이터 등 다양한 직업군에 포진해
있다.

•교육 과정
지구과학교육과는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여 전임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이
변동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전공과목은 총 27과목으
로 전공필수 7과목, 전공선택 20과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교원자격증 교시과목은 ‘암석
학’, ‘해양학서론’, ‘과학교육론’, ‘천문학 및 실험’, ‘지구물리학’, ‘일반기상학 및 실험’, ‘지
구와 환경’, ‘자연재해와 에너지’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과학이 지구 내
부로부터 지각, 해양, 대기,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전 지구적인 통합 학
문임을 고려하여 지구과학교육론, 천문학, 기상학 및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질학의 영역
으로 교과 과정을 구분하고 학년별로 나누어진 각각의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편
성되도록 구성했다.

1학년

지구과학
교육론

2학년

1학기

2학기

일반지구
과학 및
실험 I

일반지구
과학 및
실험 II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과학교육론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1학기

2학기

과학과
논리논술

그림 4-24 지구과학교육론 영역의 이수체계도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지구과학
교육론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천문학
서론

천문관측
교육실습

천체 역학

천문학 및
실험

성운과
외부은하

천문학
통론

그림 4-24 천문학 영역의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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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대기과학
및 해양학

3학년
2학기

기상관측
교육실습

4학년

1학기

2학기

기상역학
탐구지도

일반
기상학 및
실험

해양학
서론

1학기

2학기

자연재해와
에너지
해양물리학

그림 4-26 대기과학 및 해양학 영역의 이수체계도

1학년

지질학
/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광물학 및
결정광학

야외지질
및 지질도학
교육실습

지사
고생물학
지도

3학년
2학기

1학기

4학년
2학기

2학기

총서
퇴적학
지구와
환경

암석학

지구
물리학

1학기

지구물리학

그림 4-27 지구물리학 및 지질학 영역의 이수체계도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으로 나뉘는데 학부 교육 과정에 비
해 변동이 적었다.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교육학 및 지구과학과의 관련성 아래 성립하는
지구과학 교육의 학문적 기초를 밝히고, 지구과학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구조와 특성
을 현장교육의 실제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연구하는 가운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구과학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충북 제일의 교원양성기관인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는
미래 한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정보화 및 세계화에 앞장 설 유능한 중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 이
바지하는데 그 교육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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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의 역사와 현황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은 1971년 12월 사범대학 설립 인
가에 따라 과학교육과가 설치되고 1973년 3월 지학 전공이 추가되면서 출발했다. 그 후
1980년 3월에 지구과학교육과로 독립했다가 1999년부터 다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 전공이 과학교육학부로 통합되면서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이 각각 1975년과 1984년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은 지구과학적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최신 지식
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중등학교 지구과학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
학, 천문학 등의 지구과학 분야에서 수준 높은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3년 과 설립 당시에는 전임교원이 남기상 교수(암석학 전공) 한 명뿐이었으나, 2014년
현재 조규성 교수(암석학 및 지구과학교육 전공), 양우헌 교수(해양학 및 퇴적학 전공), 정덕호
교수(지구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전공), 문병권 교수(대기과학 전공), 박찬경 교수(천문학 전공)
등 총 5명의 전임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의 천문학 교육은 1978년 4월 이영범 교수가 부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철희 교수는 1985년 4월에 부임하여 2012년 2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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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할 때까지 27년 동안 천문학 교육을 담당하며 천체물리학 및 관측천문학 분야의 연구
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고전 세페이드와 델타 스쿠티(δ Scuti)형 변광성과 같
은 단주기 맥동변광성의 광전 및 분광관측을 통해 이들의 맥동 특성과 대기의 물리적 상
태를 조사한 연구, AGN의 연(soft) X-선 자료를 분석하여 X-선의 장・단주기 변광과 방
출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공동과 같은 우주거대구조 안에 위치한 은하의 X-선 특성을
조사한 연구 등이 있다. 김철희 교수는 2002년부터 2년간 제21대 한국천문학회장을 역임
했다. 2001년에는 한국천문학회 가을학술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박찬
경 교수는 2012년 9월 부임하여 천문학 교육을 담당하며 외부은하 및 우주론 분야의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우주배경복사 및 외부은하 관측 자료의 통계적 분
석과 우주 가속팽창을 유발하는 암흑에너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전공의 교육대학원은 총 126명의 석사를, 일반대학원은
총 10명의 박사를 배출했다(2014년 현재). 천문학 연구실에서는 김철희 교수의 재임기간
동안 총 9명의 교육대학원 석사가 배출되었으며, 현재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 박찬경
교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다.
과학교육학부의 천문학연구실은 전북대학교 제1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천문대를
관리하고 있다. 천문대에는 중형 망원경이 두 대 설치되어 있다. 1977년에 설치된 구경
6inch 굴절망원경은 매우 낡아 추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건물의 증축 과정 중에
미끄러짐 방식으로 이동하도록 개조되면서 극축이 맞지 않은 상태다. 2012년 12월 구경
20inch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이 돔 내부에 설치되어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전하결합소자 검출기, 측광관측용 필터, 다수의 소형 망원경들이
구비되어 있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관측 실습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산용 워크스테
이션 2대가 과학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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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학 전공으로 1975년 창설되었고, 1979년에 지학 전공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81년에는 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로 개편했다. 현재까지
1988년 이후 465명의 학부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1991년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육학과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신설하여 100여 명의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했다. 연구하는
교사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를 신설하여 교육대학원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의 지구과학 교사의 연구 및 연수의 기회를 확장시켰다. 본과 대학
원은 천문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20명을 배출했고, 현재 석사과정에 5명의 대학원생이 있
다.
한편, 1976년 오규동 교수가 부임하여 천문학 교육을 담당했다. 오규동 교수는 식쌍
성에 대한 측광학적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4년 오수연 교수가 임용되어 오규동 교
수의 뒤를 이어 천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주선 중성자 관측 자료(neutron monitor)
를 통한 태양풍과 우주선 분야의 우주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오수연 교수는 충
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이유 교수와 함께 국내에 우주선 중성자 관측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2011년 대전 표준연구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주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장하여 미국 델라웨어대학의 바톨연구소와 함께 남극대륙 맥머도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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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urdo Station)의 우주선 중성자 관측기를 장보고 과학기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서 국내 및 극지에서 우주 환경을 지상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우주기상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
지구과학의 특성상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모든 분야의 통합 학문이기 때문에,
1981년 정영근 교수가 부임하여 대기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뒤
를 이어 1982년 고영구 교수가 부임하여 지질학 분야(고생물학)를, 1985년에 윤석태 교수
가 부임하여 지질학(광상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김종희
교수가 부임하여 지구과학교육 분야를 담당하여 지구과학 전 분야를 교육 및 연구할 수
있는 지구과학교육과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연구 시설과 활동
지구과학교육과의 천문대에는 16inch 슈미트 카세그레인 망원경과, 14inch 슈미트 카세
그레인 망원경, 10inch 카세그레인 망원경이 각각 독립된 돔에 설치되어 있고, 부대시설로
는 CCD 카메라와 다수의 소형 망원경들이 있어 학부생들의 관측 실습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천문 실습을 위한 컴퓨터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범대학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후학양성에 힘써 초・중학교 학생을 위한 지
구과학 영재 프로그램을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구과학 전 분
야(천문, 기상, 지질, 해양) 내용을 포함한 융합, 심화, 사사의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
인 연구 과정을 경험하여 과학 연구의 태도 및 실력을 갖춘 영재 교육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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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의 역사와 현황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는 중등 과학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에 과학교
육과로 창설되어,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그리고 지구과학교육 등 4개의 세부 전공
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천문학은 지구과학교육 전공의 일부로서 강
좌가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창과 당시 세부 전공 당 1명씩 총 4명의 전임교원으로 학과가
운영되는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천문학을 전공하는 전임교원이 없어 실질적인 천문학 강
의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권석민 교수가 부임한 199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천문
학 관련 강의와 연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
1991년 이후 각 세부 전공 당 2명의 전임교원이 확보되어 학과의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전공 당 10명 정도로 총 40명으로 운영되
어, 지구과학교육과로 독립・운영되는 다른 사범대학의 학과에 비해 매우 적은 학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을 교사로 배출하는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로 개편이 되고 공통과학교육 전공을 추가하여 총 5개의 세부 전
공에 대한 교사 양성을 하고 있다.
천문학 교육은 권석민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이외에 일반대학원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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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학 전공이 개설되어 천문학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석민 교수는 행성간
입자와 황도광 분야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천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야천광의 밝기에서 인공광 성분을 분해하여 인공광 성분의 분포와 이의 공간 및 시간적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교육학부의 대학원 과정은 과학교육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순
수 천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천문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사 4명, 석사 12명을 배출했으며 이 중에서 천문학 분야로는 석사 2명을 배출했다. 이
밖에 교육대학원에 지구과학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그동안 천문학 및 천문 교육 분야로 석
사 약 20명을 배출했다. 현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는 천문학 분야에 5명이 재학 중이며
교육대학원에는 지구과학교육 전공 석사 과정에 7명이 재학 중이다.

•연구 시설과 활동
관측 시설로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간이 천체관측소에 14inch 슈미트-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 10inch 및 2대의 8inch 슈미트-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주로 관측
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밖에 10대의 쌍안경과 4inch 굴절망원경 3대 등 총 5대의 굴절망원
경이 천문대 공개행사 및 춘천 일대 중·고등학교 천문 동아리 관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CCD 카메라와 소형 광전측광기, 광시야 야천광 관측 시스템 등이 관측 교
육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학부생을 주축으로 관측실 고유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설 및 시민천문대의 오퍼레이터 및 교육에 인력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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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역사와 현황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1985년 창설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박
홍서 교수가 1985년 최초 부임하여 천문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했고 2007년 8월 퇴임했다.
우종옥 교수는 1986년 부임하여 천문기상과 지구과학교육 분야의 연구를 했고 1996년부
터 2000년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2000년 퇴임했다. 손정주 교수는 2008년
8월에 임용되어 현재 천문학 교육과 적외선과 전파파장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과학교육과 일반대학원은 1988년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아 천문학 전공으로 석

그림 4-28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천문대

제4장 천문학 연구 및 교육기관

그림 4-29 청람천문대 강의실

319

그림 4-30 16inch 반사방원경과 돔

그림 4-31 8inch 굴절망원경과 돔

사학위 28명과 박사학위 4명(김혁, 이호, 김현정, 강동일)을 배출했고, 현재 석사 과정에 2명,
박사 과정에 1명의 대학원생이 있다. 청람천문대에는 16inch 반사망원경과 돔, 8inch 굴절
망원경과 돔, 9inch 슈미트-카세그레인 망원경 2대, 그 외 실습용 다수 소형 망원경, CCD
카메라와 분광기, 태양 홍염망원경, 그리고 천체관측 자료 분석을 위한 2대의 계산용 컴퓨
터가 있다. 이를 사용하여 학부생 및 연수 교사의 관측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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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천문지식의 대중 보급

1. 시민 및 사설 천문대

최근 약 20여 년 동안 일반 시민을 위한 천문대가 전국 곳곳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시민천
문대의 건립은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의 과학문화 확산 정책에 의한
지방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있
기 이전부터 연구가 아닌, 교육 또는 관람 목적으로 천문대가 건립되어 왔다. 전라남도 단
양에 위치한 성암국제수련원이 1985년 건립한 성암천문대가 일반 시민을 위한 천문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각 시·도 교육청 소속의 교육과학연구원 등에 천문시설이 설치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목적의 천문대가 건립되었다. 그 시설은 대부분 교사의 직무 연
수 또는 교사 교육에 활용되었으며, 일반 시민에게의 개방은 제한되었다. 그 후 일부 사
설 천문대가 건립되면서 동호회 또는 가족단
위 천문 체험 활동이 시작되었고, 비슷한 시기
에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수련 시설에 천문교
육 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학생과 일반 시민
이 천문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 대전시민천문대를 시작으
로 시민천문대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2~3
그림 5-1 천문대의 일몰과 초생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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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해천문대가 개관되었고, 해발 800m 고지에 건설된 별마로천문대는 시민에게 많은
감흥을 보여주었다. 이 천문대는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과학과 문화를 이어주는 훌
륭한 매개 역할을 했다. 이후 시민천문대는 다양한 문화적 접목을 시도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시립도서관, 시립문화센터, 청소년 문화 시설 등과 함께 함으로
써 지역의 복합 과학문화 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과 나로
호 발사 등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와의 접목
은 천문과 우주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천천문과학문화관은 독특한 시설과
우주항공, 우주인 훈련 체험, 항공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개의 시민천문대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되
었거나 건립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 자본을 통해 건립된 시민천문대를 포함하면 약 60여
개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천문대 건립, 운영 형태는 이웃 일본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일본
에서 우리와 같은 시민천문대 개념은 이미 1980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약 300개소가 전
국에 분포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는 시민천문대의 수가 많지 않은 대신 종합
과학관의 천체투영실 등이 다양한 규모로 많이 건립되어 있다. 우리보다 약 20여 년 먼저
시민천문대 건립을 시작한 일본은 학교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민
천문대를 이용한 천문학자와 교사 또는 아마추어 천문가의 공동 연구가 추진되면서 서로
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림 5-2 예천천문과학문
화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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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민천문대는 학
교 교육과는 다른 다양한
천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한다.

과학관을 통해 일반인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여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시민
천문대는 그 역할을 위한 훌륭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천문 관련
시설이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천문학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천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천문학 보급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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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과학관

•과학관의 역할
과학관은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곳이다. 과학 선
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며,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 보
급이 과학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천문학과 같이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
이 낮은 분야일수록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
학관은 천문학을 쉽게 접하게 해주는 최적의 장소다.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관에서 천문
분야는 가장 인기가 있으며, 따라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스미소니언항공우주박물관
(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의 아인슈타인천체투영관(Einstein Planetarium)

이나 뉴욕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하이든천체투영관(Hayden
Planetarium)은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이든 천체투영관의 관장인 타이슨(Neil deGrasse Tyson)은 2014년에 새로 방영된 ‘코스모
스(Cosmos)’의 진행자로 나설 정도로 천문학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일반
적으로 과학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어린이인데, 그들은 별과 공룡을 가장 좋아하는 것
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과학관은 현재 창경궁 옆에 위치한 국립서울과학관이다. 1927
년 서울 중구 예장동의 조선총독부 구청사에 전시장이 설치된 것을 시초로 1945년 국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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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학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과학관이 설립되었다. 이 건물
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건물과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22년 후인 1972년 현재의 위
치에 다시 세워졌다. 그런데 국립서울과학관에는 천문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소형 망
원경 몇 대로 천문관측 교육을 한 것이 전부였다.
국립과학관에 천문 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한 곳은 1990년 개관한 대전의 국립중앙과
학관이다. 국립서울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산하기관이다.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직경
23m 돔스크린이 설치된 천체투영관이 건설되었다. 당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투영
관이었다. 여기에는 실제 밤하늘과 유사하게 별을 투영할 수 있는 고성능의 광학식 천체
투영기가 설치되었다. 이 천체투영기의 성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천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기회였지만, 당시에는 천문학 전문가
가 고용되지 않아 단순한 별자리 설명 이상의 천문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천체관측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천문 교육이 불
가능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지구과학 교사들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노력으로 천체투영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천문 교육과 행사들도 진행할 수 있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 시설
천문 시설을 두루 갖춘 최초의 국립과학관은 2008년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국내 최대이며 세계 최대 규모인 직경 25m 돔스크린을 갖춘 천
체투영관과 직경 1m 광학망원경 및 다수의 중소형 망원경을 갖춘 천문대를 별도의 건물
로 지었다. 야외에는 직경 7.2m의 전파망원경도 설치했다. 5년 후인 2013년에는 대규모
영상관과 전시 시설을 갖춘 스페이스 월드까지 새롭게 건설하여 3개의 독립적인 건물에
천문 시설을 갖춤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과학 전시 시설이 되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 시설은 과학관 전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관 3년 전인 2005년에 천문 분야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해 시설 준비 단계부터 참여하
도록 했다.
천체투영관에는 최고 성능의 광학식 천체투영기와 함께 당시 새롭게 개발되어 전 세
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던 디지털 천체투영기가 설치되었다. 특히 설치된 광학식 천체투영
기는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천체투영기는 밤하늘 투영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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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광학식 천체투영기와는 달리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천체투영기다.
천문대에는 직경 1m f/7.5 리치-크레티앙(Ritchey-Chretien) 방식의 고성능 망원경이
설치되었다. 당초 직경 60cm 망원경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직경 m의 원
형 돔을 9m로 늘리고 망원경의 직경도 1m로 변경했다. 이 망원경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운
영하는 레몬산천문대의 1m 망원경을 만든 ACE(Astronomical Consultants and Equipment)
사에 제작한 것으로 연구용 망원경에 못지않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준다. 보조관측실에는
여러 종류의 필터를 이용하는 태양망원경과 다양한 종류의 중소형 망원경들이 설치되었
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실습용 망원경까지 다수 준비하여 종합적인
천문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야외에 설치된 직경 7.2m 전파망원경은 애초 과학관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배정된 예산 범위를 조정해 추가한 것이다. 전파망원경은 천문학 연구에는 다양한 빛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교육하는데 잘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형태 중 하나로 외계지
적생명체탐사(SETI)도 포함되었다.

•천문학 대중화를 위한 노력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한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천문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였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가 만

들어졌고 여러 행사가 기획되었다. 수도권에 신설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천문의 해 행
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실제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과학관의 밤’ 100시간의 천문
학, 천체투영관 음악회, 카가야 천문 일러스트 전시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관측행
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7월에 있었던 부분 일식 관측은 2천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새
로 건립된 국립과천과학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천
체투영관 관람객 수는 연 20만 명을 넘겼으며, 천체관측소 교육프로그램에도 연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천체투영관은 과학관이 아닌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밤하늘과 우주 공간
을 연출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기획하기 힘든 특이한 형태의 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음악회가 주로 기획되었다. 음악 연주와 함께 돔 스크린을 이용하여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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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단순한 음악 연주로 진행되던 콘서트가 천체투영관만이 만들
어낼 수 있는 과학이야기와 공연과 영상의 결합을 통해 과학토크콘서트로 발전시킬 수 있
다. 이로써 천체투영관은 대중 스타들을 유인하는 매우 독특한 장소로 발전할 수 있었다.
가수 하림과 개그맨 김태균, ‘설국열차’를 만든 봉준호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과학토크콘
서트를 진행했다.
디지털 천체투영기가 보급된 이후 돔스크린에 상영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돔스크린은 특히 우주공간을 연출하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영상의 대부분은
천문우주와 관련된 주제들이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전 세계의 새로운 돔 영상을 국내
에 소개하는 ‘국제 천체투영관 영화제’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영
화제는 격년으로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내용의 천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천체투영관 운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국 천체투영관 운영자 워크숍’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천체투영관과는 달리 천문대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는 개관 초기부터 운영자가 미리 맞춰 놓은
천체를 망원경을 통해 보는 방식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의 망원경 조작 교육을 받고 스스로
천체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교육은 천문관측에 대한 단순한 흥미
이상의 관심을 유도하는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012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분야의 천문학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강연하는 천문학 특
강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매회 참여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
연 내용은 출판사와 협의하여 책으로 낼 예정이다.
일반인이 천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
는 여러 천문현상일 것이다.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중요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관측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특히 2012년에 있었던 금
성 태양면 통과 관측 행사에는 7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2013년에는 ‘스페이스 월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참여자들에
게 3~4단계에 걸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체험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데 현재는 외계행성 탐색과 우주여행이 주제이며, 앞으로는 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월드로 이어지는 천문시설은 수도권 시민에게 천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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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널리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과학 전시
시설 및 교육 콘텐츠로 발전했다. 국립과천과학관 건물 전면에 설치된 대규모의 우주배경
복사 조형물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국립과학관의 건설은 계속 진행되어, 2013년에는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
관이 개관했으며 국립부산과학관도 2015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관과 대구과학관
모두 천체투영관이 설치되었으며, 대구과학관에는 천문대도 설치되었다. 부산과학관에는
천체투영관과 천문대가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이들 과학관에서 천문 분야 활동이 본격적
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지역에서 천문지식의 대중 보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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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청소년시설인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전라남도 고
흥군 동일면 덕흥리 내나로도 일대에 개원된 것이 2010년 7월 9일이니까 ‘우주체험센터’
는 한국천문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금년에 다섯 번째 돌을 맞게 된다. 먼저 이 센
터의 현황을 알아보고, 탄생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우주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현재 내나로도에 구룡과 덕흥, 두 개의 캠퍼스
를 갖고 있다. 내나로도는 역사적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의 현장이었고, 나로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외나로도와는 연육교로 연결돼 있으며, 봇돌섬을 앞에 두고 멀리 여수를 바라
보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동쪽 바다를 호령하고 있다.
구룡캠퍼스에는 구룡산의 남사면과 인접 봉우리를 아우르는 총면적 271,039m2의 대
지 위에 연면적 6,925m2의 초현대식 체험활동관이 높이 37m의 위용을 자랑하고 서 있으
며, 그 앞으로 연면적 3,210m2의 생활관이 부채 형국으로 펼쳐 있다. 생활관에서 바다 쪽
을 향해 조금 내려가다 보면 천체투영관을 만나게 된다. 투영관 너머 원형 광장에는 안테
나 3기로 구성된 전파간섭계가 정겹다.
학생들은 그림 5-4에 보이는 거대한 돔 형태의 체험활동관 내부에서 대형의 시승 장
비를 이용해 주로 항공우주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아폴로 우주인을 훈련하는
데 쓰였던 문 워크(Moon Walk)와 다축회전 체험 장비, 우주선의 지상 통제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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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우주체험센터의 본관과 천체투영관을 바다 쪽에서 올려다본 주·야간의 모습이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구 모양의 높은
건물이 시승 체험 장비와 SOS, 그리고 5개의 실험실을 갖춘 체험활동관이고, 그 전면에 부채꼴 형태로 배치된 6층 건물이 226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다. 우측 아래에 있는 작은 돔이 지름 15m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이 건물과 인접해서 주
황색 벽 뒤로 슬라이딩루프 방식의 하늘전망대가 자리한다.

고 우주왕복선의 조정과 우주유영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모형 장비, 그리고 행성탐사로
봇의 원격제어 장치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항공우주 시뮬레이터의 조정석에
앉아서 항공기 조정은 물론, 우주왕복선이 국제우주정류장에서 지상으로 귀환하는 과정
을 실감나게 즐기기도 한다.
체험활동관에는 항공 관련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홍염을 비롯한 태양 활동은 물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들, 지구의 달과 거대 행성들의 위성들 표면에서 벌어지는 다
양한 성격의 천체 현상을 구 표면에 투영해 볼 수 있는 ‘구체투사시스템(SOS: Science On a
Sphere)’이라는 이름의 대형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우주체험센터는 각종 우

주탐사선에서 관측·획득한 행성과 위성들의 최신 탐사 결과를 미국항공우주국(NASA)로
부터 직접 제공받아서 센터를 찾는 학생들에게 우주과학의 최전선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
케 해준다. 또한 센터는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로부터 각종 인공위성이 지구를 선회
하면서 관측한 지구의 대기, 해양, 지질과 관련된 역동적 현상의 동영상 자료를 거의 실시
간으로 제공받기도 한다. 그리하여 태풍의 생성, 성장, 소멸 과정과 이동은 물론, 지구 전
역에 걸친 화산 활동과 해류의 이동 및 쓰나미 현상 등을 겨우 수일의 시차로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은 SOS 체험을 통해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대형 시승 장비를 이용한 우주체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체험의 성격이 장비
에 부여된 특정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주체험의 보다 바람직한 방편은,
소규모의 실험 기자재를 이용한 실험체험에서 찾을 수 있다. 지구상 실험실에서 찾아낸

제5장 천문지식의 대중 보급

331

물리학의 기본원리가 우주과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며, 또 그 결과로 밝혀낸 우주의 실
상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주체험이라 하겠다.
센터는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실험체험으로 푼다.”라는 구호를 내 걸
고 체험활동관 내부에 작은 실험실을 5개 확보했다. 각 실험실에서 학생들은 10~15명의
소단위로 역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기하광학 및 물리광학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다. 생활관 옥상으로 이동하여 g-force 체험을 위한 회전목마를 타기도 한
다. 체험활동관 중앙 홀에 있는 그랜드피아노 역시 파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구룡캠퍼스의 대표적 야외 우주체험 시설로 중심 주파수 12.177GHz에서 6MHz 밴
드 폭으로 작동하는 구경 1.8m의 포물면 안테나 3기로 구성된 전파간섭계가 있다. 기하
광학과 물리광학 실험실에서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편광, 회절, 간섭 등의 현상을 다룬 다
음, 간섭계를 이용해 광학 실험실에서 터득한 빛의 파동성과 간섭현상이 전파원 관측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현재는 이 간섭계가 태양 관측에 주로 쓰이며, 피
아노와 함께 프리에(Fourier) 변환의 실제를 체험케 하는 장비로도 활용된다.
직경 15m의 천공 알루미늄 돔스크린 아래 100개의 좌석을 10° 경사로 배치한 연면
적 538m2의 천체투영관은, 104ansi의 2D 풀 HD 프로젝터 6대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
로 운영된다. 투영된 이미지가 밝고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다양한 천문 현
상을 직접 시뮬레이션해서 보여 줄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적 효율이 국내 어느 투영관에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다. 예를 들어 지도자는, 혜성의 발달 과정을 연구실에서 이론적으
로 모의 계산하여 그 결과를 동영상 자료로 만들고 이를 투영관용 스크립트의 형태로 다
시 작성해서 돔스크린에 직접 투사해 보여 주기도 한다. 우주체험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고화질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투영관을 운영하는 국내 과학관들에 제공하기도 한다. 소
구경의 망원경 대여섯 기를 설치한 슬라이딩루프 방식의 ‘하늘 전망대’가 천체투영관과
인접해 있다. 망원경 시야에 들어오는 밤하늘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투영관 내부로 끌어
들여 돔스크린에 비춰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투영관 내부에 편안히 앉아서 외
부 노천에서 벌어지는 천체관측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덕흥캠퍼스는 구룡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연면적 248m2의
관측소 건물과 연면적 482m2의 교육실험동으로 구성된 덕흥천문대의 단아한 모습을 그림
5-5에서 만나볼 수 있다. 총면적 11,578m2에 이르는 덕흥캠퍼스에는 천문대 이외에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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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덕흥천문대의 전경이다. 교
육실험동 뒤로 구경 1m의 자동화 반
사망원경을 간직한 직경 10m의 돔이
보인다. 전면 우측에 사선으로 흐르는
지붕 밑에 100석 규모의 세미나실이
있고, 교육실험동이라는 간판의 우측
1층에 지도자 연구실과 운영사무실이
자리하며, 각종 실험실, 방문 연구자를
위한 연구 공간, 관측자료 분석실, 광
학기자재 제작실 등이 있다.

원 숙소와 원장 관사 등 모두 7개 동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교육실험동에는 관측 자료의 전체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실습하는 측광 및
분광 분석실, 필요한 광학기자재를 직접 설계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작업실, 방문 연구자를
위한 연구 공간, 지도자의 연구실, 운영사무실, 그리고 수용 인원 100명의 세미나실 등이
있다. 그림 5-5의 오른쪽 사선으로 흐르는 지붕 밑이 계단식으로 된 세미나실이다. 내부
에 갖춰진 고화질의 영상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기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의 동영상 자료
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공간에 방영하기도 한다.
교육실험동 뒤에 직경 10m의 돔을 올린 2층 건물이 보인다. 이 관측소 건물 1층에
야간 관측자를 위한 침실 및 생활공간과 관측에 필요한 간단한 기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공작실 등이 준비돼 있다. 돔의 주인은 구경 1m f/8의 반사망원경이다. 포
크 식 가대를 선택한 적도의 방식이다. 이 망원경은 한 인우 회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
JUSTEK이 자체 기술로 구동부를 제작하고, 주경과 부경은 ㈜  JUSTEK이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 시 소재 커스톰광학(Custom Optics) 사와 QED로부터 각각 공급받아 자체 제작한
구동부에 얹어서 우주체험센터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이 망원경은 구동에 리니어 모
터(linear motor)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주경은 루미스(Don
Loomis)가 마지막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며, 구동부는 제작이 완료돼서 우주체험

센터에 이미 납품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주경과 동일한 무게의 더미(dummy)를 올려놓
고 구동부의 지향과 추적의 정밀도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관측에 들어갔다. 가이더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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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더미 주경을 얹
은 상태로 지향과 추적 정
밀도를 조사 중인 망원경의
모습이다.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현 원장 이상각
회원, 한 사람 건너 전임 원
장 홍승수 회원, 그리고 우
주활동부 권혁도 당시 부장
이 서 있다.

120mm 굴절망원경을 부착해 노출 시간을 달리 하면서 별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동에 사용한 리니어 모터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관측은 교육실험동에 있는 관측실에서 원격으로 이뤄진다. 원격 관측을 구현하
기 위해서 망원경의 구동과 돔의 이동을 연동시켰다. 지향 및 추적 테스트와 함께 원격 자
동 제어 관측의 실현 가능성도 동시에 점검하는 중이다.
인적 구성과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다. 이상과 같은 규모의 시
설과 장비를 현재 원장을 포함한 정규 직원 39명과 용역 직원 20명이 관리·운영하고 있
다. 정규직은 운영관리부 7명, 고객지원부 10명, 그리고 우주활동부 21명으로 나뉜다. 운
영관리부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업무와 용역직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고객지원부
는 체험 고객의 예·계약 및 홍보, 그리고 식당 및 생활동의 운영 등을 책임진다. 학생들
의 우주체험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우주활동부 21명의 전공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천문학 10명, 물리학 및 물리교육 4명, 항공우주 1명, 이렇게 15명이 천문우주 및 항
공우주 관련 전공자들이다. 나머지 6명은 지구과학, 지리학, 체육학, 청소년, 미술, 영상 전
공자 각각 한 명씩이다. 따라서 우주활동부는 전공자 75%와 비전공자 25%로 구성돼 있
다고 하겠다. 현재 원장을 포함한 2명이 천문학 전공의 박사 인력이며, 2명이 관측천문학
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나머지는 모두 학사 학위 소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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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대형 과학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 각각 103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거대 과학관들
이 세워졌거나 속속 세워지는 중이다. 이들 과학관은 전시·관람이나 터치온(touch-on) 수
준에서 과학기술의 대국민 보급에 주력한다. 여성가족부 소속의 우주체험센터는 예산 측
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전시·관람이 아니라 체험활동
을 통해 대형 과학관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대형 장비의 시승보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실험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려면 실험
체험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렇다면 우주활동부 직원은 석
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급 인력의 신규 충원은 실질
적으로 그 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센터는 개원 이래 오늘까지 기존 인력의 역
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개원과 거의 동시에 ‘보들도서관’을 개관했다. 그러고 대
학 교수와 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초빙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천문학
이나 물리학을 전공한 몇몇 지도자를 선발하여 연구반을 구성하고, 박사 학위 소지자인
원장과 강원석 회원이 연구반 구성원에게 천문학과 물리학 전반에 걸친 심화교육을 집중
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를 이름하여 ‘보들대학’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미
국물리교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s Teachers)에서 발행하는 『물리교사(The Physics
Teachers)』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참신한 실험체험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한다.

우주체험센터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태생적 한계 중에서 지리적 한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글 모두(冒頭)에
서 ‘위리안치’를 언급한 것도 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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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년 동안 연인원 187,680
명, 순인원 96,029명이 센터를 다녀
갔다. 평균해서 매년 연인원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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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순인원 21,000명 이 센터를 방문하여 우주체험을 하고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적지 않
은 학생들이 매년 센터를 방문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입 학령인구를 매년 50만 명으로 상
정했을 경우, 그중에서 겨우 4%에 해당하는 학생이 우주체험의 기회를 갖는 셈이다. 청소
년의 과학마인드를 키우는 데 천문학만큼 효율적인 주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
다면 반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천문학계에 주어진 대국민 과학 보급의 책무가 막중
함을 알겠다.
이 글을 마치면서 필자는, 우리 천문학계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태동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원 당시 우주체험센터에는 플라네타륨(planetarium)도, 천문대도, 실험실도, SOS도, 실험체험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현대

천문학의 대국민 보급에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다. 천문학의 대국민 보급 및 홍보에 보
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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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관한 인간의 근원적 호기심에 의해 발전해온 천문학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으
로, 고대의 철학적 우주관에서부터 17세기 행성의 운행에 근거한 태양중심설과 만유인력
법칙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자연과학의 출현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들어
서 상대성이론, 전자기학, 양자물리학 등의 현대물리학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계산에 힘
입어 천체물리학이 천문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천문학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순수 기초과학으
로 발전해 왔다.
천문학에서의 발견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타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이
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양의 분광스펙트럼에서 발견된 프라운호퍼선은 양자역학
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최근에는 외부은하의 초신성을 관측하여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주요 성분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운석과 성간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적 성분
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은 종종 인간 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배고픈 학문
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자녀가 천문학 전공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
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에 대한 투
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자주 경험해 왔다. 국가의 투자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편익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과 같은 순수 기초학문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

338 

한국천문학회 50년사

야 하는 때가 많다. 천문학은 기초학문이면서 새로운 기술에 영감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천문
학회는 이런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천문학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우주에 대한 원초적 호기심은 어린 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
다. 과학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여 점차 이공계를 기피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
타나고 있는 오늘날, 천문학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 수 있는
학문이다. 복합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과학적 사고력
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인간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가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이끌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과학자와 공학자를
배출시킴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한 과
학자들이 어려서 천문학에 대한 동경을 통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온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한국천문학회는 지난 5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천문학계와 더불어 질
적, 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연구 또는 교육 기관과 달리 학회는 학계 전체의 발전을 위
해 대외적으로는 천문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내적으로는 각종 학술 활동을 진작시
키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국천문학회는 200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공신력 있
는 기구로 거듭났고, 2014년 현재 등록 회원의 숫자가 9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10년 사이 정회원 총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단순히 추정한다면
2021년 정회원 수는 1,300명 내외로 예상되지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 즉 학회 활동
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수는 약 4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회원의
수는 천문학 및 우주과학 관련 학과 정원, 천문학 전공 관련 연구소나 기관의 양적 팽창,
우주공학 관련 국가의 정책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앞으로 천문학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공표된 “한
국 천문학의 새로운 도약: 2013~2022”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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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학회와의 관계
현재 한국천문학회와 연관된 학회로는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물리학회를
들 수 있다. 이 중 한국우주과학회와는 적지 않은 회원이 겹치고 있으며 연구의 주제도 겹
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최근의 천체물리학적 발전에 힘입어 물리학회의 천체물리분과와
도 연구의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타 학회들은 상호 협력해야 하면서
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의 대상이다. 각 학회와의 상호 협력 방안을 학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우주과학회
가장 많은 회원이 겹치는 한국우주과학회와는 학술대회 공동 개최, 정부 정책에 대한 연
대 대응 등 상호 협력한 전례가 많다. 그러나 현재 국내 천문학계의 인적 규모를 감안하면
회원이 두 학회의 활동에 모두 참여하고, 두 학회가 출간하는 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는 학회의 운영 및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학술지 출판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우주과학회의 경우, 예전에 비해 천문학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우주과학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천문학회와의
차별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도 발사체 개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 분야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런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학회
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학술적으로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국지구과학회
중등교육체계에서 천문학은 지구과학의 한 학문 분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천문학의 발전에 따라 대학에서의 교육이나 연구는 이전과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천문학은 지구과학에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도 지구
과학의 한 분야로서 천문학을 배우고 있으므로, 초・중・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국지구과학회와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는 적지 않은 한국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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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한국지구과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지
구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천문학회 회원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초・중・고등교육
과 관련하여 한국지구과학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학회의 천체물리분과는 전통적으로 중력물리학, 물리학적 우주론 등이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나 최근 우주론,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들 연구 분야
가 한국천문학회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많이 겹쳐지고 있다. 주로 천체 현상에 대한 이론
적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들은 최신 천문관측에 대해 알고자 하고, 천문학자들은 이와 연
관된 물리적 이론을 알고자 한다. 또한 초기 우주론, 중력파 천문학 등 전통적인 물리학과
천문학 양쪽에 걸친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물리학회 또
는 물리학회 회원들과의 연구 교류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연구 개발 지원
에서 물리학적 천체물리학과 천문학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정책
설정 등에 대해 연합하여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한국물리학회와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천문학은 교과과정 측면에서 지구과학의 한 분야로 시작해, 연구적 측면에서는 물리
학과 가까워지고 있는 동시에 독립적인 중요 학문 분야로도 점차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교육이나 연구 지원 정책 측면에서 천문학과 밀접한 학문 분야를 경우에 따라 다르
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천문학을 물리
학 및 지구과학과는 완전히 독립된 분야로 인정을 받으면서 발전을 계획할지, 아니면 물
리학 또는 지구과학 등의 분야와 발전을 도모해야 할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외국 학회와의 교류
현재 한국천문학회는 이집트 천문학회와 논문 게재료 면제에 관한 합의서 이외에는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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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학회와도 MOU 등을 통한 일대일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나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
고 있다. 국제천문연맹(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회원국으로서 IAU 기구나 학
술대회, IAU 지역기구나 지역학술대회에 참가할 뿐이다. 다만 2010년 한・일 천문학회장
의 학술 교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미국, 일본이나 중국 학계와의 학술적 교류를 감안하면, 이들 국가
의 천문학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상학회의 경우 한・중・일 기
상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술 교류를 정례화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문학 연구에서도 갈수록 대형화되는 관측기기 개발과 유지를
위해 활발하게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회 차원에서 관련된 외국 학회들과 공
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공동 학술대회나 공동 학술지를 운영하는 등의 실
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2011년 가을학술대회에는 태양 및 우
주환경 분야에 대해 한・일 공동 세션이 개최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이러한 노력
들을 확산시켜 학술 교류에 대한 MOU를 교환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식화하고 또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3) 홍보 강화
천문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취미로 우주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형
성되어 있고, 전 연령층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
서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과가 있는 각 대학들은 정기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공개관측
회와 강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많은 강연과 관측 행사들을 개최하여 일반인에게 천문학을 알리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회원들의 행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매 분기마다 천문학 관련 기관이나 회원들이 개최
하는 모든 강연이나 관측 행사들을 수합하여 한국천문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 매
체 등에 행사 일정과 내용을 제공한다면 회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와 일반인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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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활동 중 일반인이나 언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학회(교육 및 홍보위원회)가 주도하여 학술대회 때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일반인을
위한 공개관측과 강연 등의 천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천문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천문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
우, 천문학 또는 천체물리학은 지적 도전 정도가 매우 큰 학문으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에
서는 아직도 소형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정도의 낭만적 학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
서 강연이나 학술 활동, 언론 노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대 천문학은 첨단기기와 슈퍼컴
퓨터를 활용하고 가장 정교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도전적인 학문임을 정확하게 알
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학회 내 학술 활동 및 취업 등에 대한 정보는 ‘천문학회 대표메일’을 통해 회원
들에게 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 회원들의 저서나 역서 출간 등과 같은 활동은 제공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및 저술 활동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천문학회는 소규모 학회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과학정책의 결
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천문학이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순수 자연과학이지만,
이를 추구하기 위해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학문임을 정책 담당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이 제한된 한국천문학회의 경우, 현직 임원과 회원들만으
로는 이 부분의 역할까지 담당할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원로 회원 및 전임 임원들로 구성된 (가칭) ‘자문위원회’와 같은 산하기구를
만들고, 원로 회원들이 천문학계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
요하다.

4) 학술지
한국천문학회는 영문 전용 학술지인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한국천문학회
지』, JKAS)와 국・영문 혼용 학술지인 『천문학논총(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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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AS)』을 발간하고 있다.

JKAS는 한국의 대표 천문학 학술지로서 빠른 출판을 통해 연구자들의 성과를 신속
히 학계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국내외 논문 검
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천문학 연구 성과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러나 천문학 분야 국내 연구진의 규모가 작고, 연구자에 대한 평가가 국외 학술지 논문 위
주이며, 『우주과학회지』, 『지구과학회지』, 『물리학회지』 등 일부 분야가 중복되는 관련 학
술지가 있어 충분한 수의 논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
회는 PKAS와 JKAS 두 학술지 모두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로 키워야 한
다는 인식 아래 산하 조직인 ‘편집위원회’를 2010년 1월부터 ‘JKAS 편집위원회’와 ‘PKAS
편집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현재 JKAS와 PKAS는 2011년 9월 창립한 (사)한국과학학
술지편집인협의회(KCSE,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줄여서 ‘과편협’)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JKAS는 2009년부터 SCIE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9년 최초의 영향력 지수가 발표
되었고(0.292), 2010년 0.474, 2011년 0.615, 2012년 0.909, 2013년 0.727에 이르는 등 꾸
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논문 평가가 SCI와 SCIE를 구분하고 있어 JKAS에
논문을 게재하면 국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
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CI 등재와 영향력 지수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영향력 지수의
향상은 SCI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천문학계는 그 규모와 수준으로 볼 때 호주나 네덜란드와 비교할만하고 국
제적으로 결코 미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회나 학술 활동 등에서 그 수준만큼 인
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천문학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해외 학자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연구가 21세기 천문학의 동향으로 비춰볼
때 아직도 너무 독립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대마젤란망원경 프로젝트나
우주망원경 프로젝트 등 대규모 협력연구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 연구자 단계에서는 더 활발한 교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PKAS의 경우 국・영문 혼용을 사용하며 JKAS와 마찬가지로 원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이 영문으로 작성되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 평가가
SCI 학술지와 경우에 따라 KSCI 학술지까지 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논문 확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KAS 편집진은 일단 KSCI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 작업

344 

한국천문학회 50년사

을 하고 있으나, 연간 게재 논문 숫자 등에서는 오히려 SCI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하고 있어 KSCI 등재도 쉽지는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천문학회 정도 규모의 학회에서 두 개의 학술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
운 일이다. 앞으로 JKAS와 PKAS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학문 후속세대 활동 지원과 국제 교류
천문학 및 우주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모임인 YAM(Young Astronomers Meeting)은
한·일 간 대학원생의 학술 교류를 위해 1991년 처음 시작되었다. YAM의 인적 구성은 천
문학 및 우주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이다.
현재 YAM의 주요 활동은 국내 천문학도들의 학술적 교류보다는 인근 국가인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국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YAM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4
년 한국 천문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YAM을 한국천문학회 산하 분과 중 하나로 포
함시킴으로써 한국천문학회가 YAM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이를
YAM의 활동에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학문 후속세대인 천문
학도들이 학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하여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는 주로 외국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편이었다. 그러나 국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유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학생을 국내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직도
흔치 않다. 여기에는 국내 대학이 아직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외국인 학
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이 있을 경우 한국어에 능통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하고, 안
정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여 석
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학생 유치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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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대학원 석·박사 과정 교육이 이뤄진다면 향후 이들의 출신 국
가와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여유가 있는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펠로
십(fellowship)을 제정하여 주기적으로 유능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도 한 가지 방편이다.

6) 국제학술대회 유치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국제학술대회를 다양한 규모로 유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향력
이 큰 워크숍에서부터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IAU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등 그 형태나
규모가 다양하다. 과도한 재정 지출보다는 학문적 효과가 큰 국제학술회를 개최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회의를 고려할 수 있다.

•국제천문연맹 심포지엄 혹은 유사한 규모의 학술대회
IAU에서는 매년 9개 정도의 심포지엄을 지원한다. 이들 학술회의는 IAU 회원이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조직위원회(SOC: Scientific Organiz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연명으로 IAU
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IAU는 심포지엄 당 최대 20,000유로
를 조직위원회에 지원하여 참가자들의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재정적으
로도 비교적 안정된 학술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서귀포에서 제197차 IAU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 유일하
다. 이는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규모나 연구 역량으로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이다. 이런 학
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IAU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의 IAU 내에서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연구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IAU 심포지엄을 가까운 장래에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3~4개 정도의 IAU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IAU
심포지엄은 국제천문연맹의 재정적 후원 이외에도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술회의에 비해 우수한 연사 확보가 쉽고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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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천문연맹 총회
국제천문연맹 총회(IAUGA: IAU General Assembly)는 3년마다 개최되는 천문학계 최대 행
사로서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며 진행해 오다가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국
가가 포함되었다. 한 대륙에서 유치할 수 있는 주기는 대략 9년 정도다. 그동안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IAUGA를 개최한 기록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2회(1973, 2003), 인도 1회
(1985), 일본 1회(1997), 중국 1회(2012)로 지금까지 개최된 28회 중 6회를 차지하고 있다.

IAUGA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국이 이뤄낸 학문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
는 좋은 기회다. 한국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IAUGA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천문학회에서는 2021년 IAUGA
를 한국에서 개최하려는 의사를 IAU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보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개최 성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AUGA는 대외적으로 한국 천문학
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타 워크숍 규모의 중소 국제학회
최근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규모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
다. 규모는 작지만 집중된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세대에겐 귀중한 연구 활동의 장으로서 다양한 연구
그룹이 중소 규모의 워크숍을 자주 개최하여 학생이나 연구자가 최신 연구 동향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활발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학회 차원의 국제 교류
각종 학술회의와 인적 교류의 대부분은 학회 구성원들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국제 활동 이외에도 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국제 교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열리는 연례 학술회의를 인접 국가와 공동 개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미국천문학회(AAS: American Astronomical Society)는 1899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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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해오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10회, 멕시코에서 2회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오히려 외국에서 개최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나 198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170차 AAS를 개최한 이후에는 한 차례도 외국에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
도 AAS 자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인접 국가라 하더라도 더 이상 외국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작은 규모의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발간되던 학술지를 통합해 1969년 1월부터 Astronomy and
Astrophysics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공동 학술지를 발간한 것을 모형으로 삼아 아
시아 지역에서도 공동 국제 학술지를 창간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각 나라별로
천문학계의 규모나 연구력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공동 학회 개최가 공식화된 것은 1992년 유럽과 각 국가의 천문학회 합동
모임인 JENAM(Joint European and National Astronomical Society Meeting)이 벨기에 리에주
(Liège)에서 개최되면서부터다. JENAM은 2009년부터 유럽천문학과 우주과학 주간을 뜻

하는 EWASS(European Week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EWASS는 유럽천문학회(EAS: European Astronomical Society)라는 독립
적인 학회가 개최한다. EAS는 각 국가별 천문학회와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국가별 천문학
회가 모두 제휴 학회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역내 학회 간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모형을 아시아 지역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참고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공동 학회를 개최하려는 논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
까지 실현된 바는 없다. 그러나 한국천문학회는 일부 세션을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과 공
동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 이상의 정기 학술회의를 본격적으로 개최하
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시도한 바 있는 세션의 공동 개
최를 좀 더 확대해 개최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기관별 국제 협력
유럽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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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유럽남부천문대(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라는 조직을 만들어 공
동으로 천문대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우주개발에서도 미국의 NASA에 해당하는 유럽우
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는 국제 협력을 통
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미 제5장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 특정한 프로젝트는 지역적인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에서의 노력과 비슷한 지역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천문학모임인 EAMA(East Asian Meeting on Astronomy)가 존재한다. EAMA는 1989년 일본의 국립천문대 대장이던 카이후(Norio Kaifu)에

의해 창설되어 2010년까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주요 회원국으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참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
다. 이렇게 4개국 위주로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 수준이 비교적 비슷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킴으로서 더 큰 경
쟁력을 가진 기구로 성장시켜야 한다.
EAMA 구성원들은 보다 항구적이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05년 위 4개국의
천문대 연합체인 동아시아핵심천문대연합(EACOA: East Asian Core Observatories Association, http://www.eacoa.net)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현재 EACOA 회원은 중국국

립천문대(NAOC), 대만의 중앙과학원/천문학 및 천문물리연구소(ASIAA), 한국의 한국천
문연구원(KASI), 그리고 일본국립천문대(NAOJ) 등이고, EACOA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EACOA 펠로십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
정되면 3~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개의 회원 기관 중 2개 이상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
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2012년이다. 이제 첫걸음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
시킨다면 지역 내 연구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AMA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 사업으로 공동 천문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
안이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하와이에 있는 제임스클라크맥스웰망원경(James Clerk
Maxwell Telescope)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동아시아 천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그동안 경제적 불균형, 전쟁, 외교적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
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
영에 힘입어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유럽에서와 같은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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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파천문학
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East-Asia VLBI Network)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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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회고
한국천문학회 연표
한국천문학회 역대 임원 명단
한국천문학회 회원 명단
한국천문학회 포상자 명단
한국천문학회 창립 회칙
한국천문학회 정관과 규정

 인물 회고**

심운택(1917~?) 회고
장경애

1982년 춘계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한 고 심운택 회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 한국천문학회 태동과 도약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신 고 라대일, 유경로, 이영범, 이원철, 이은성, 이철주,
주광희(가나다 순) 회원들에 대한 회고는 『한국천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회고록』에 수록되어 있기에 『한국천문
학회 50년사』 “인물 회고”에서는 생략한다(편찬위원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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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均館大天文臺
경향신문 1965.10.25. 기사(뉴스)
成均館大天文臺
黑點觀測꾸준
遜色없는 天體望遠鏡
작년도(64년)에 신설을 본 成均館大學校 宇宙物理學科의 움직임은 靜中動 가운데서 科學韓國의 面目을 지켜
왔다. 8.3미터에 달하는 돔(Dome)과 12.5인치의 거울 직경으로 된 天體望遠鏡의 규모는 서울大學의 그것을
능가하고 우선 國際的으로 손색이 없는 규모이다.
圖書館 옥상높이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뵈는 곳에 자리 잡은 天文臺는 발족한지 불과 1년餘에 太陽黑點觀測
결과 이렇다 할 結果는 포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IQSY(국제태양관측년)에 한국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매일매일 관측하여 수집되는 黑點數를 月別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을 국제 IQSY에 리포트하고
있는데 국제학회로부터 대단한 好評을 받고 있다.

10, 20, 심할 때는 백개를 넘어가는 태양黑點이 작년 7월에는 불과 3, 1개라는 極少數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국제학회에서도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가 比較的 기후가 平溫한 덕분이라는
데 隣近 日本의 경우만 해도 한 달이면 일주일은 관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의 날씨.
그리하여 天文學 분야의 展望을 밝게 해주는 이런 消息들은 經濟的으로 조금만 뒷받침해줄 경우 좋은 成果를
보여줄 可能性들이다.
내년이면 宇宙物理學科 單獨교실이 2백50坪으로 들어서고 천체望遠鏡도 또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沈雲澤 교
수는 의욕에 넘쳐 있다.
宇宙線, 太陽관측, 地磁器 등을 다루는 것이 IQSY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地磁器문제는 地球物理와 관련되
는 것이라 1, 2학년 60명밖에 안 되는 이 科로서는 아직도 벅찬 사업.
太陽黑點觀測이나 꾸준히 벌이겠다는 것인데 多年間을 거듭하면 黑點의 生成이 地球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도 推論해 낼 수 있을 것이며 氣候的 조건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注目할 만한 업적이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
도 없겠다. 이제 걸음마를 걷기 始作한 宇宙物理學科의 이 한국 唯一의 天文臺에 거는 期待는 자못 큰바 있
다.

이것이 바로 50여 년 전 우리나라 천문학계를 대변하는 실상이었다. 심운택 선생님
의 족적(足跡)을 찾으려다 발견한 『경향신문』 기사를 발췌했다. 지자기(地磁氣)를 ‘地磁器’
로 표현한 기자의 오타(?)도 그대로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을 보여주는 한 예다.
오십 여 년을 뒤로 한 지금 그때 기억을 살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조용히 생각을
뒤로 하니 바로 어제의 일처럼 머릿속에 다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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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운택 선생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우주물리학과 개설 이전에 계셨던 성균
관대학교 이공대학 물리학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당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는 동경물리학교 출신이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분들 중 한 분이 심
운택 선생님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1964년에 성균관대학교는 우주물리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심운택 선생님만 학과 신설과 동시에 물리학과에서 우주물리학
과로 옮기시게 되었다. 당시는 상당히 파격적인 학과 명칭이었다. 입학하고 보니 심운택
선생님이 학과장이셨고, 조교 선생님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생이었던 이석우
선생님과 박희춘 선생님 두 분이 계셨다. 신입생이 들어오자 학과 명칭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지를 신입생 30명과 세 분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던 일, 외국에
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잘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유명한 여자 천문
학자들도 많다며 입시를 실패하고 2차로 성균관대학교를 입학했던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
시기 위해 하시던 말씀, 서양 책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이 서양에도 있다고 하시던 모
습, 그리고 이은성 선생님이 쓰신 천문학 교과서를 소개해주시던 일 등 새내기 때 일이 한
꺼번에 머릿속에 엉킨다. 결국 학과 명칭을 ‘Department of Astro-Geophysics’로 하고 우
리는 과(科) 배지도 만들어 보여드렸던 일이 기억 속에 선하다.
심운택 선생님은 동경물리학교 출신이었지만 천문학 전공이 아니었던 탓에 교과 과
정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당시 운영되고 있던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의 교과
과정을 옮겨 오고 거기에 지구물리학을 포함시켜 새 교과 과정을 만드셨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는 전공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전 교과목을 기상학만 빼고 서
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출강으로 수업을 받았다. 기상학 강의는 당시 지금의 기상청인 국립
중앙관상대 대장으로 계셨던 국채표 선생님이 해주셨다. 신설 학과의 운영은 심운택 선생
님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간간히 부딪히는 물리학과와의 조율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 선생님은 도전적이시지 못하셨고 누구를 밀치고 들어서는 일을 못하시는 분이었
으며, 항상 좋은 것이 좋다고 허허실실(虛虛實實) 하시는 편이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
고 위엄을 가지신 물리학과 선생님들과는 달리 무척 자상하셨다.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앞
에 잘 나서지 않으셨다. 그래서 늘 학생들을 보듬어 주셨지만 심 선생님의 그런 유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물리학과에 늘 치이는 기분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나 항상 고무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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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구면천문학을 칠판이 빼곡하도록 필기해 나가시던 유경로 선생님과 천체역학을 맡
아주셨던 현정준 선생님의 강의였다. 두 선생님의 강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삭히기에 충
분했고 학생들은 보상받았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심운택 선생님은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그늘로 자리매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셨다. 여학생이 하나인 것을 배려하시어 10평이 넘는 커다란 방을 공부도 하고 쉬는
데 필요 할 것이라고 따로 배정해주실 만큼 자상하셨다. 간혹 점심시간에 혼자 계실 때는
부르셔서 일본라면을 끓여 주시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라면이 없었던 것
으로 기억한다. 그 라면이 내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먹어본 라면이었다.
그 사이에 성균관대학교 천문대에는 일대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일본의 두 아마
추어 천문가 이케야와 세키가 발견한 이케야-세키 혜성(공식적으로 C/1965 S1, 1965 VIII,
1965f)의 출현이었다. 그 이케야-세끼 혜성이 성균관대학교 천문대에 잊지 못할 사건을 만

들었다. 그것은 한국 최초로 성균관대학교 천문대에서 혜성 사진을 망원경으로 찍었다는
보도가 『한국일보』를 통해 전면에 나가게 되었던 일이다. 그 보도가 나가기까지 모든 절
차는 마치 당시에는 첩보문서를 수송하는 것만큼이나 철저한 봉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그것이 혜성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가 타 기관의 익명 전문가에 의해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되면서 사건은 터졌다. 졸지에 성균관대학교 천문대이자 우주물리
학과 관측 지식의 무지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끌어안고 몇 날 밤을 밤샘관측을 하던 학생은 물
론 조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겼고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심운택 선생님의 몫이
었다. 당시 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망원경을 붙잡고 씨름을 하던 모습이 어제일 같다. 그
작은 망원경에 관측을 한다고 수십 명이 흰색 가운을 입고 붙어 있던 일은, 후일 내가 미
국 스워스모어(Swarthmore)에 있는 스프라울(Sproul) 천문대의 24in(61cm) 굴절망원경으로
밤샘관측을 하는데도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네다섯 시간씩 관측을 하고 겨울엔 추위로 망
원경이 얼어도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전열선이 들어 있는 미군용 해군 파카를 입고 관측할
때 그 이케야-세키 혜성의 일이 생각나서 나에게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 저런 일로 위의 신문 보도처럼 흑점 관측만으로 천문대의 명맥을 이어 가던 중
한바탕의 소동 뒤 심운택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 관측 현장에 대한 무지를 곰씹으며 느
낀 바가 있어, 이석우 선생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천문학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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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러 유학을 먼저 떠났다. 그것이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나 역시 바로 졸업하고 그 다
음해 1969년 9월 5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심운택 선생님의 기억이다. 그 후 학교에 남아 있는 동기생들
로부터 학생들에게 비인기 학과이고 신입생 원서 지원율이 낮다는 이유로 우주물리학과
가 폐과 대상 학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1969년 12월 학생들의 반대 농성 소식 등이 스
워스모어에 있던 나에게 날라 왔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우주물리학과 폐과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우주물리학과를 포함한 다섯 개 학과를 폐과 대상으
로 했으나 지금까지 완전히 폐과가 된 채로 복과(復科)하지 못한 학과가 바로 우주물리학
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1978년 제3호 『천문학회보』를 보면 심운택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981년 『천문학회보』 제6호를 보면 창원기능대학 소속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은 학과 폐과로 인해 다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로 돌아가시는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근무처를 이동하시는 참담함을 겪으셨
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 작고하신 분들이니 무슨 말을 더 붙일 것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나에게는 여
전히 많은 할 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심운택 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움은 망각이란 지
우개로도 영영 지워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 한 울타리 안에서도 일
어 날 수 있다는 경험은 나를 아주 일찍 철들게 했고 지금까지 나에게는 아주 혹독한 교훈
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교수님이란 호칭보다 당시 우리가 사용했던 선생님이란 호칭을 굳이 사
용한 것은 그 시대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술하고 싶어서였으니
양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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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1927~2005) 회고
박석재

고 김정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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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사람이 김정흠 교수님 성함 석 자를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은 국민들이 과학
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셨다. 선생님은 온화한 성품과 깊은 물
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강의와 저술 및 기고를 하셨다. 나에게는 지금도 귀감
이 되고 있다.
선생님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과학문화의 ‘원조’이시다. 1980년대 출연하신 TV 프
로그램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선생님의 강연에 감동해 전 국민은행장 서정국
님이 1990년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8억 원을 쾌척한 일은 지금도 유명하다. 당시 8억 원
이면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선생님은 6・25 동란이 한참이던 1953년 피난지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전
임교수로 부임해 평생을 대한민국 물리학 발전과 제자 양성에 바치셨다. 업적이 혁혁해 5
공화국 때 장관직 제의가 있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셨다고 들었다.
내가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1980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대학원생 시절 한국천문
학회에 참가했을 때였다. 천문학자도 아닌 분이 항상 카메라를 메고 학회에 참가해서 누
군지 궁금했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물리학자이신 교수님이 천문학도 그렇게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과 친해서 학회에 놀러 오신 줄 알았다.
내가 1994년 한국천문학회 총무간사가 되고 나서야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 한국천문학회의 자료 사진 중 상당수가 선생님이 남겨주신 것들이다. 당
시만 해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영해서 현상까지 해 남에게 주기란 정말 번거로운 일
이었다. 선생님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던 것이다.
특히 덩치가 훨씬 큰 한국물리학회보다 상대적으로 불쌍하게(?) 보였을 우리 한국천
문학회를 사랑한 이면에는 김정흠 교수님의 온화한 성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총
무간사였을 때 마침 교수님께서 감사를 맡고 계셨다. 학회를 앞두고 감사를 받으러 가면
옛날 얘기를 끝이 없도록 하셨다. 감사는 제쳐두고 그 얘기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었
다.
아래 사진은 우리 한국천문학회의 전설이다. 1971년 11월 13일 국립천문대를 건립
하기 위해 소백산 제2연화봉을 답사한 천문학자, 물리학자, 공무원 등의 모습이다. 왼쪽에
서 다섯 번째가 선생님이시다. 어김없이 거기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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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1월 13일 천문대 설립위원들의 소백산 답사

선생님의 천문학 사랑은 결국 아드님까지 천문학을 전공하도록 만드셨다. 나와 함께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아드님 김순욱 박사는 백조자리 블랙홀 X-3의 폭발 현
상을 관측해 유명해졌다. 김순욱 박사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 VLBI Network)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두 파장 동시 관측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가 2013년 4월 6일자 『천문
학자의 전보(The Astronomer’s Telegram)』에 긴급히 게재되었었다.
선생님은 2005년 만 78세의 연세에 너무 일찍 다른 우주로 가셨다. 한국천문학회 모
든 회원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아무쪼록 계신 곳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2014년 11월 13일이 마침 위 사진을 찍은 지 43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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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회고

조경철(1929~2010) 회고
천문석

고 조경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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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언제
나 대화의 중심에 계시면서 주위 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던 모습이다. 항상 유머감각이 풍
부하셨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갖지 못하는 다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분이셨다. 미술, 음
악, 방송, 연기 등 예체능에도 능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전공이신 천문학 이외에도 재료공
학(그는 1969년도 콘크리트 강도시험기를 설치하여 강도시험을 했다), 로켓 공학(1969~1972년 사
이 직접 로켓 발사체와 폭약 제조를 했다), 정치학 등 타 학문 분야에서도 전문가에 필적하는

재능을 보유하고 계셨다. 이런 다방면의 재능은 아폴로우주선의 달 착륙 중계를 하셨던
조경철 선생님을 대중에 인기 있는 탤런트로 만들면서 아폴로 박사로 그 명성을 얻게 했
다.
선생님은 1929년 4월 4일 평북 선천에서 출생했며 평양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공산 치하의 억압을 견디다 못해 월남하여 연희전
문학교 물리기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당시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우리나
라 최초의 이학박사인 이원철 박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천문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
한국전쟁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의 노역병으로 잠시 있다가 육군 연락 장교에
지원하여 육군 중위로 임관되었다.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통역장교로 근
무하다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요양 후 공병학교 교과서 편찬실로 배속되었다. 그곳
에서 미국의 공병과목 지침서 번역을 맡아 편찬하던 중, 육사 교관인 물리학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생들에게 물리학을 강의함으로써 대학 강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53년 휴전과 더불어 선생님은 육군 대위로 명예 제대한 후
곧바로 연희전문학교에 복학했고, 이듬해 2월에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꿈은 1954년 미국 유학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첫 단추는 천문
학이 아닌 터스큘럽(Tusculum) 대학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뤄졌다. 정치학으
로 대학을 마친 후 선생님은 펜실베이니아 대학 대학원에 정치학 전공으로 입학했으나 이
원철 박사의 추천을 받아 그의 모교인 미시간 대학 대학원 천문학과로 옮기게 되고, 1956
년 미시간대학에서 개최된 미국천문학회에서 우드(F. B. Wood) 교수를 만나게 된다. 이 만
남은 선생님의 천문학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었다. 우드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으
로 옮기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경철 선생님의 석사, 박사 논문의 지도교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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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교수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제지간의 우의가 지속되었다. 선생님의 천문학 연구는 굴절
망원경을 이용한 광전측광 및 사진관측으로부터 식쌍성의 광도곡선을 구하고 이들 항성
의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천문학 연구는 미 해군천문대 재직 기간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그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의 학위 논문으로 식변광성의 광도곡선 관측과 이들 별의 물리량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식변광성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스승이 되었
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식변광성의 연구는 비교적 밝은 별들로서 소
형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며 초기 한국천문학계의 열악한 관측시설로서는 가장 적
합한 학문 분야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한국 천문학계에 끼친 가장 큰 업적은 천문학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를 사랑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1969년에 발사된 아폴로 11호
의 달 착륙을 생중계할 때, TV에서 생방송 동시통역과 해설을 하시면서 아폴로 박사로 대
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만든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초등학교 학생
들까지도 선생님께 사인을 부탁할 정도였으니 그의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짐
작할만하다. 그런 그의 대중적인 사랑은 총 173권의 저서와 약 3,000건의 기고문을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게 만들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그의 달변과 재치 있
는 설명은 지금도 50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 받았던 천문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대중적인 인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 2014년 10월 10일 공식 개관한 강원도 화천군 광
덕산에 위치한 조경철천문관이다. 이 천문대는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화천군이 수
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한 것으로 1m 망원경과 선생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
마도 이곳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80평생을 천문학의 대중화에 노력하다 돌아가신 천문
학자의 꿈의 일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4년, 아직도 후학들과 제자들에겐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이 새롭게 떠오른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같이 식사와 술을 나누시길 좋아하셨고, 흥
에 겨우시면 항상 노래 “귀국선”을 부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생님은
언제나 대화의 중심에서 웃음을 만드셨다. 선생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
내고 계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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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회고

김봉규(1959~2014) 회고
김현구

고 김봉규 회원

부록

363

혜성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사라진 사람. 김봉규 박사는 베이비 붐 시절인 1959년에 세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목수 일을 하셨던 김봉규 박사의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
는데, 그 때문에 김봉규 박사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꽤 있었는데, 상속 포기란 제도를 몰라 결혼 후에도 한참
동안 삼형제가 나누어서 아버지 빚을 갚았다고 했다.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정규 중・고
등학교 과정을 다닐 형편이 못 되어 인쇄소를 전전하여 돈을 벌며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
냈다. 그 와중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
면서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하여 1979년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에 당당
히 입학했고, 졸업 후 198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천문학과에 입학했다. 이렇게 어려운 젊
은 시절을 보냈지만 전혀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는 고시 양과
출신이고 산전수전 육박전 공수전 다 겪으며 살았다고 농담을 하며 늘 밝은 모습으로 지
냈다. 성장 과정에서의 김봉규 박사는 한 마디로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
은 인생”을 살았다.
김봉규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
인 국립천문대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서울 역삼동에 근무할 당시 잠시 만났을 때, 내 눈
에는 사투리가 심하고 말투가 거친 시골 출신 학생으로만 비춰졌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89년에 김봉규 박사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당시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 입사했다. 입
사 후 바로 나와 같은 부서인 대덕전파천문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김봉
규 박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바쁜 일이 없을 때 이야기이지만, 아침 출근해
서 시작한 모닝커피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이어질 때가 많았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차 한 잔과 시작된 수다는 저녁 퇴근 시간까지, 때로는 퇴근 시간 후 술집에까지 이어지기
도 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개인적인 이야기, 인쇄소에서 떼어먹힐 뻔 했던 월급을 어
렵게 받아낸 이야기, 힘들게 다녔던 대학원 과정 이야기, 그리고 결혼 과정 이야기 등등….
그 당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김봉규 박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꼬리에 꼬리
를 물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다. 물론 바쁜 일이 떨어지면 또 일사천리로
일을 해치우는 추진력도 있었다. 목을 앞으로 죽 빼고 잰 걸음으로 걷는 걸음걸이에서도
느낀 사람이 많겠지만 성격이 엄청 급해서 할 일을 두고 미루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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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 한 가지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는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집에 갈 때였다.
그 날만 되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바람같이 집을 향해서 사라지곤 했다. 대학원 시절에 결
혼해 대구에서 살고 있는 집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봉규 박사는 이
렇게 혜성같이 나타나 나와 천문학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김봉규 박사는 대덕전파천문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석사과정 때는 태양계
천문학을 전공했다. 한때 아마추어 천문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할 정도로 광학 관측
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원 내 천문정보연구그룹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대
중강연, 교사연수 등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김봉규 박사는 일반 대중들이 알아
듣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
정이 있어서 결국 2004년 3월 일본 나고야 대학 후쿠이(Fukui, 福井) 교수의 지도로 전파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 후 2006년경 다시 전파부서로 돌아와서 나와 같은 부
서에서 KVN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본부장과 그룹장을 맡아 일하면서 옛날의 즐거웠던 시절로 잠시 돌아갈 수 있었
다. 생각해 보면 나도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즐겁게 일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2012년 중반에 천문연구원 직제가 개편되어 모든 보직을 내려놓고 나서 약 6개월 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김봉규 박사가 췌장암 말기이고, 이미 간으로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평소 그렇게 건강했고 본인도 건강을 자
신했던 사람인데…. 하늘은 참 야속하기도 하다. 첫째 아들도 곧 서울시립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고 둘째 딸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좀 걱정 없이 살 때가 됐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는 하늘이 야속기만 하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만 하는 일도 많
은, 이제 막 56세가 된 2014년 1월 4일 김봉규 박사는 그렇게 바람과 같이 우리 곁을 떠나
버렸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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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학회 연표

일자

행사명

장소

내용

1965. 3. 21

창립총회

서울대 문리대 교수실

임원선출(회장: 현정준, 부회장: 유경로, 총
무: 윤주로, 편집: 서용화, 평의원: 국채표, 심
운택, 이시우, 이은성, 이철주, 조순탁)

1966. 9. 23

제2차 정기총회

성균관대 과학관 시청실

임원 개선, 회칙개정, 과학강연

천문학 용어 심의회

서울대 사대 및 문리대

20여회 개최

10. 26
1967. 2. 4

국립천문대 설치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제출

5. 30

국립천문대 설치위원회(가칭) 개회

6. 9

제3차 정기총회

8. 28

국립천문대 설치위원회 규정 제정(과기처 훈령 제8호)
- 위원장 1인, 당연직 3인, 전문가 9인 위촉

1968. 2. 21

평의원회

천체과학관

서울대 문리대 천문학과

경과보고, 결산 예산 통과, 임원개선, 과학강연

회무처리사항: IAU 가입 서한 발송, 회지 발간
계획서 제출,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계획, 학
회 보조금 교부 신청(과학기술 총연합회 보조
금: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
간, 학회 보조금)

3. 18

국립천문대 설립위원회(대통령령 제3399호) 발족 - 위원장: 과기처 차관; 위원: 중앙관상대장,
과기처 진흥국장, 국제협력국장, 진흥조사과장, 중앙관상대 천문과장, 진흥국 조사과장(간사), 진
흥국 조사과 계장(서기); 민간 자문위원: 조경철, 현정준, 심운택, 이철주, 유경로, 윤세원, 이은성,
위상규

4. 24

제4차 정기총회

서울대 사대 과학관

회칙개정: 감사 2인 추가

편집위원회

서울대 문리대 천문기상
학과

학회지 발간: 발간사, 축사, 국립천문대 답사
경과기록 및 건설계획 개요, 천문학회사, 회원
명단 및 현황, 5편의 논문 게재

1969. 7. 5

제5차 정기총회

연세대 경영학 교실단

국립천문대 후보지 예비관측보고 등

1970. 7. 30

제6차 정기총회

한국과학정보센터 강당

국립천문대 건설 및 제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 IAU 가입문제 토의

동계발표회

한국과학정보센터 강당

학술발표 및 국외파견 시찰보고 등

1971. 7. 20

제7차 정기총회 및
하계발표회

연세대 경영대학원 대강
당

보고 및 임원개선, 영화상영(Apollo 14호), 연
구발표 및 기타 보고, 등

1972. 7. 21

제8차 정기총회 및
하계발표회

서울대 사대 합동 연구실
大 세미나실

회무, 재무보고 및 임원개선, 학술발표

1973. 5. 5

제9차 정기총회

서울대 사대 종합 연구실
대세미나실

회무, 재무보고 회칙개정(임원의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등

11. 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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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장소

내용

8. 19~8. 30

15차 국제천문연맹

호주 시드니 대학교

4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개인회원: 심운
택, 유경로, 조경철, 현정준)

1974. 5. 4

제10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세종대왕 기념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회칙개정, 임원개선 강
연 및 학술발표

9. 17

10. 23

국립천문대 발족(국립천문대 직제 국무회의 의결 ‘74. 8. 31)
조직 - 대장, 소백산천체관측소, 천문계산연구실, 항성천문연구실, 서무과 ; 인력(별정직) - 대장,
항성천문연구실장 1인, 천문계산 연구실장 1인, 소백산천체관측소장 1인, 천문연구관 2인, 천문
연구사 3명, 행정인력 8명, 기능직 고용원 10명 등 총 27명 ; 초대 천문대장 민영기 박사(‘75년 7
월 10일 발령)
추계학술발표회

공주사범대학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제11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 자연대 25동 313
호

회무, 재무, 감사 보고 등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11. 8

추계학술발표회

국립천문대(과학기술회
관)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12. 27

소백산천문대 61cm 망원경 시험관측 성공(오병렬: 오리온 대성운 사진관측)

1975. 5. 17

제12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연세대 과학관 307호

회무, 감사 보고 및 임원 개선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0. 23

추계 학술발표회

경북대학교 본관 회의실

공개강좌, 회원 활동보고 및 연구논문 발표

1977. 4. 23

제13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인하대 학생회관 104호

회무, 재무, 감사 보고 등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추계학술발표회

부산대학교 세미나실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1978. 4. 29

제14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세
미나실

회무, 재무, 감사 보고 및 임원개선,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1979. 4. 28

제15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고려대 이과대

보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추계학술발표회

전남대 과학관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국립천문대(과학기술회관 회무보고, 임원개선
강당)
학술발표회

추계학술대회

전북대학교 합동강의실

초청강연 2편, 연구발표 17편

제17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연세대학교 천문대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회칙개정(특별회원
제 신설), 학술발표

추계학술대회

공주사범대학 시청각실

학술발표

1982. 4. 30

제18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 자연대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평의원 수 증가 10
명), 학술발표

1983. 4. 30

제19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국립천문대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보고논문
발표

추계 학술대회

부산대학교

학술발표

제20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1976. 5. 15

11. 19

10. 27
1980. 5. 3
10. 4~5
1981. 5. 1~2
10. 16~17

11. 5
1984. 4. 2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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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11. 3

추계 학술대회

전라남도 학생과학관

학술발표

제21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회무, 감사보고, 임원
개선, 학술발표, 초청강연

전북대학교

학술발표

1985. 4. 20

11. 16~17 추계 학술대회
1986. 3. 22
3. 26

장소

내용

국립천문대 직제 폐지(대통령령 제11873호)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현판식
제22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추계학술대회

부산대학교

학술발표, 학계보고

제23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

회무, 감사보고, 한국 천문학 장기발전계획 중
간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추계 학술대회

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 학술발표, 지구과학회와 공동행사

제24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43동 201호

회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추계학술대회

경북대학교 본관 5층 중
앙회의실

학술발표

제25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교원대학교 소강당

회무, 회계, 감사보고, 회칙개정: 평의원 수 조
정 및 정기총회 일정 변경, 임원개선, 학술발표

가을 학술대회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학술발표

제2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11. 5~13

쌍성연구 국제 학술
대회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 18개국 100여 명 참가
관, 유성 리베라 호텔
70여 편 논문 발표

10. 19~20

가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4호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27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문화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임시총회

충남대 자연대 3400호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위상, 대책위원회 보고,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통폐합에 대한 성명서 채
택

1986. 5. 3
11. 7~8
1987. 5. 9
11. 21
1988. 5. 14
10. 15
1989. 5. 20
10. 13~14
1990. 4. 27~28

1991. 5. 3~4

8. 30
10. 17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폐지, 한국표준연구소 직속 천문대로 발족

10. 24~25

추계 학술대회 및 임
시총회

한국 교원대학교 연수원
강당

학술발표, 임원선거 방식 개선

1992. 4. 27~28

제28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부산대학교 인덕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임원선출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추계 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29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회무, 재무, 감사보고, 장기발전계획 수립 위원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회 보고, 각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10. 16~17
1993.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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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내용

5. 15

표준연구원 직속 천문대에서 표준연구원 부설 천문대로 승격

10. 15~15

추계 학술대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
육4호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30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추계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복지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31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이화여대 인문관

회무, 재무보고, 편집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천상열차분야지도 석
각 6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천문학
회 30년 화보집 발간

추계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기초과학 2호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1994. 4. 15~
16
10. 14~15

4. 28~29

10. 13~14
4. 3

보현산천문대 준공

4. 12~13

제32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8. 19~23

제7차 APRIM 국제학
부산대학교
술회의

국내 140명, 국외 24개국 157명 참석
논문발표 227편

추계 학술대회

포항 경북과학교육원

학술발표

제33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우
당교육관

회무, 재무보고,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
개선, 제1회 학술상 시상(수상자: 이명균), 천
문용어집 초안 배포,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이원철 박사 탄신 101주년 기념강연

10. 10~11

추계 학술대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
육4호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2. 1

연세대학교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자외선 우주망원경 연구단” 개소(단장: 이영욱)

10. 11~12

1997. 4. 18~19

1998. 4. 10~11
10. 9~10
1999. 4. 9~10

제34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박물관

추계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기초과학 2호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관

제35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SK 텔레콤관

5. 21

독립법인 한국천문연구원 출범(원장: 이우백)

8. 22~27

IAU 심포지엄 No.
197

9. 30~10. 1 추계 학술대회
1999. 9~
2000. 2

부록

장소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제주도 서귀포
하야트 호텔

“Astrochemistry: From Molecular Clouds
to Planetary System”
총 발표논문 220편, 26개국 270여명 참가

한국천문연구원 강당 및
대회의실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 우주과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학회 법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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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00. 2. 23.

행사명

장소

내용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발족

4. 7~8

제3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상산수리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10. 20~21

가을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학술 발표

2001. 4. 20~ 21

제37차 정기총회 및
봄 학술 대회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보고 및 임원개선
대강당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0. 12~13

제38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전북대학교 자동차 산학
협동관

임원개선 및 신임이사 선출

봄 학술발표대회

세종대학교 군자관 6층
집현전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2002. 4. 19~20
7. 26

세종대학교 우주구조와 진화 연구센터 개소(단장: 강영운)
제39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부산대학교 인덕관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규정 개정,
임원개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발표대회

연세대학교 공학원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40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한국천문연구원 대강당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규정 개정,
임원개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발표대회

경희대학교 자연대 시청
각실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0. 15

제41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 개선,
관
논문발표 및 초청강연

2005. 4. 21~23

학회창립 40주년 기
념 봄 학술 발표대회

강원도 용평리조트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40주년 기념 회
고록 편찬, 기념행사 - “사진으로 보는 40년”,
“원로에게 듣는 40년” 등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0. 13~14

제42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장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선출,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1. 1~5

7th Pacific Rim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Conference on
Stellar Astrophysics

학술발표: 내국인 50편, 외국인 50편 참가자:
약 150명

봄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대중강연 및 천체관측
회

제43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대회

제주도 동양 썬라이즈 리
조트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일반인을 위한 천문학 대중강연, 천체관측회
개최(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제44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회무, 재무, 감사보고 및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강의
천문학회지 2007년 3월호부터 SCIE에 등재
관
확정

10. 11~12
2003. 4. 18~19
10. 31~11. 1
2004. 4. 16~17

2006. 4. 13~14

2007. 4. 12~14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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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2. 12
2008. 4. 10~11
9. 1

장소

내용

서울대학교 창의연구사업단 초기우주천체연구단 개소식(단장: 임명신)
봄 학술 대회

고등과학원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대형 광학망원경 개발사업 기획재정부 심의·통과 및 2009년도 예산 확보

12. 2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VN 준공

10. 9~10

제45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2009. 2. 6

경주 코오롱 호텔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한국천문연구원 GMT 국제공동개발사업 정식 참여 조인식 실시

4. 1

충북대학교, 창의과제 “외계행성 연구단” 사업 개시(연구책임자: 한정호)

4. 28~30

봄 학술 대회

국립 과천과학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세계천문의 해 기념 우
주과학회와 공동 개최

10. 7~14

제5회 아·태 천문올
림피아드 개최 및 참
가

전남 담양군 담양청소년
수련관

9개국 85명 참가, 한국팀 종합 1위

10. 8~9

제46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평창 휘닉스 파크

회무, 재무, 감사보고, 위원회 보고, 임원개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응용과학대학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2010. 3. 23

국회 “천문법” 제정

4. 8~9

봄 학술 대회

9. 1

우수연구센터 “은하진화연구센터” 개소(단장: 이영욱)
제47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변산 대명리조트

회무, 재무, 감사보고, 분과 및 위원회 보고, 임
원 개선, 규정 및 세칙 개정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 대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장기발전연구회 공청
회

제48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제주 샤인빌리조트

회무, 재무, 감사보고, 분과 및 위원회 보고,
임원 개선, 장기발전연구회 공청회,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 대회

경주 현대호텔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0. 16~24

제17회 국제 천문올
림피아드 개최

광주

22개국 학생 83명, 인솔자/참관인 46명 참가,
결과: 금 3, 은 1, 동 2 종합 1위

10. 17~19

제49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홀리데이 인 광주

IAO-2012 개최에 따른 우주과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회무, 재무, 감사보고, 분과 및 위원회 보고, 임
원개선,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봄 학술대회

대천 한화리조트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제50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목포 현대호텔

회무, 재무, 감사보고, 분과 및 위원회 보고, 임
원개선, 학술발표

봄 학술대회

인터불고호텔 원주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10. 7~8

2011. 4. 7~8

10. 6~8
2012. 4. 5~6

2013. 4. 11~12
10. 10~11
2014. 4. 10~11

부록

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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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8. 18~22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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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장소

내용

APRIM 2014 국제학
대전 컨벤션 센터
술회의

제12차 IAU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참가자: 총 25개국 560명(국내 283명, 국외
276명), 학술발표: 545편

제51차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회무, 재무, 감사보고, 분과 및 위원회 보고, 정
관과 규정 개정한 의결, 신임이사 선출, 학술
발표 및 초청강연

제주 시티호텔 제주

한국천문학회 50년사

 한국천문학회 역대 임원 명단

연도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2015
이형목 최철성 이정훈 조경석

이사
김성수 류동수 박창범 이명균 이창원 강혜성
박병곤 성환경 이강환 이석영 천무영

2014

김성수 류동수 박창범 이명균 이창원 강혜성
김용철 박병곤 성환경 안영숙 천무영

2013

김봉규 박영득 박창범 윤태석 이명균 최철성
김용철 강혜성 박병곤 성환경

민영철 김용하 경재만 김승리

2012

김봉규 박영득 박창범 윤태석 이명균 최철성
김용철 강혜성 박명구 박병곤 성환경 조정연

2011

박창범 서경원 윤태석 이명균 최광선 한정호
김용철 강혜성 박명구 박병곤 성환경 조정연

김갑성 이형목

진호

이서구

2014년부터
재무간사
재무이사로 승격됨

2010

박창범 서경원 윤태석 이명균 최광선 한정호
편집: 박창범/
강혜성 문용재 박명구 성환경 손영종 송두종 감사: 민영기, 오병렬

2009

구본철 김천휘 류동수 이영욱 한정호 강혜성
문용재 박명구 성환경 손영종 송두종

강영운 민영철 김호일 이희원

2008

구본철 김천휘 류동수 이영욱 한정호 김봉규
김현구 양종만 박명구 박수종

2007

구본철 김갑성 윤태석 이영웅 한원용 한정호
김봉규 김현구 양종만 박명구 박수종

안홍배 정재훈 채종철 이창원

2006

구본철 김갑성 윤태석 이영웅 한원용 한정호
편집: 이형목/
김용기 변용익 양종만 정재훈 조정연 한인우 감사: 민영기, 오병렬

2005

강영운 김갑성 민영철 박명구 이형목 최철성
김용기 변용익 양종만 정재훈 조정연 한인우

김상준 안홍배 김성수 김종수

2004

강영운 김갑성 민영철 박명구 이형목 최철성
김광태 김천휘 윤태석 이영욱 이창원 정재훈

2003

강영운 김상준 박명구 양종만 이상각 이형목
김광태 김천휘 윤태석 이영욱 이창원 정재훈

김철희 조세형 정현수 김봉규

2002

구본철 김용하 김천휘 안홍배 이영욱 정재훈
편집: 이형목/
강영운 김상준 박명구 양종만 이상각 이형목 감사: 김정흠, 민영기

2001

구본철 김용하 김천휘 안홍배 이영욱 정재훈
김갑성 김두환 변용익 윤태석 이우백 한원용
이상각 강영운 이형목

2000

부록

편집: 김철희/
김용하 안홍배 이영욱 이용삼 장경애 김갑성
감사: 김정흠, 민영기/
김두환 변용익 윤태석 이우백 한원용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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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1999
이우백 김철희 한원용 김현구

이사
김용하 안홍배 이영욱 이용삼 장경애 강영운
강용희 김두환 이명균 이형목 최규홍

1998

구본철 민영철 유계화 이상각 김광태 천문석
강영운 강용희 김두환 이명균 이형목 최규홍

1997

구본철 민영철 유계화 이상각 김광태 천문석
윤태석 이시우 이우백 이형목 최규홍 한인우

강용희 김두환 이명균 박창범

1996

김갑성 김호일 민영철 안병호 오갑수 천문석
편집: 김갑성/
윤태석 이시우 이우백 이형목 최규홍 한인우 감사: 김정흠, 민영기

1995

김갑성 김호일 민영철 안병호 오갑수 천문석
구본철 안홍배 이시우 정장해 정재훈 최승언

최규홍 강용희 박석재 최철성

1994

강영운 김갑성 김광태 김천휘 민영기 우종옥
편집: 김갑성/
구본철 안홍배 이시우 정장해 정재훈 최승언 감사: 김정흠, 현정준

구본철

김정흠 박홍서 이시우 이형목 천문석 강영운
김갑성 김광태 김천휘 민영기 우종옥

1992

구본철

김정흠 박홍서 이시우 이형목 천문석 김광태
편집: 민영기/
강영운 민영기 민영철 윤홍식 이우백
감사: 김정흠, 현정준

1991

김광태

강영운 민영철 민영기 윤홍식 이우백 강용희
김두환 나일성 오규동 조경철 천문석 이시우

1990

김광태

민영기 최규홍 이우백 안홍배 윤홍식 현정준
편집: 최승언/
강용희 김두환 나일성 오규동 조경철 천문석 감사: 김정흠, 이시우

1989

강영운

민영기 박홍서 홍승수 최규홍 이우백 안홍배
윤홍식 이시우 우종옥 조세형 장경애

1988

최승언

나일성 오규동 최동철 현정준 홍승수 우종옥
편집: 이상각/
윤홍식 이시우 장경애 조세형
감사: 김정흠, 오병렬

1987

최승언

나일성 오규동 최동철 현정준 홍승수 변상식
안홍배 윤홍식 오병렬 이시우

1986

홍승수

윤홍식 이시우 오병렬 변상식 안홍배 유경로
편집: 윤홍식/
최동철 이영범 조경철 박홍서
감사: 김정흠, 민영기

1985

정재훈 김석환

윤홍식 이시우 나일성 천문석 민영기 유경로
최동철 이영범 조경철 강용희

1984

민영철 김석환

윤홍식 이시우 나일성 천문석 민영기 유경로
편집: 윤홍식/
최동철 이영범 조경철 강용희
감사: 김정흠, 이은성

1983

심경진 이영웅

윤홍식 오병렬 최규홍 김두환 오규동 유경로
현정준 조경철 박홍서 강용희

1982

심경진

강용희 김두환 박홍서 오규동 오병렬 유경로
편집: 홍승수/
윤홍식 이상각 최규홍 현정준
감사: 김정흠, 민영기

1981

홍승수

민영기 유경로 이시우 이은성 조경철 현정준
박홍서 강용희 이상각

홍승수

민영기 유경로 이시우 이은성 조경철 현정준

1993
홍승수 강용희

박홍서 홍승수

천문석 강용희

우종옥 천문석

오병렬 우종옥

이시우 천문석

윤홍식 나일성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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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천문석/
감사: 김정흠, 오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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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9
1978
1977
1976

회장

부회장

민영기 이시우

나일성 윤홍식

1975
1974

재무

이사

이우백

나일성 윤홍식 이은성 유경로 조경철 홍승수

이우백

나일성 윤홍식 이은성 유경로 조경철 홍승수 감사: 김정흠, 최동철

주광희

민영기 이시우 오병렬 유경로 조경철 현정준

주광희

민영기 이시우 오병렬 유경로 조경철 현정준

편집: 강용희

윤홍식 오병렬 민경덕 오병렬 주선일 심운택 이은성 현정준
유경로 조경철

1973
1972

총무

윤홍식 오병렬 민경덕 오병렬 주선일 심운택 이은성 현정준

편집: 강용희/
감사: 김정흠, 김성삼

심운택 주광희 김성삼 박봉렬 윤세원 이은성 조경철 조순탁
현정준 유경로

심운택 주광희 김성삼 박봉렬 윤세원 이은성 조경철 조순탁

편집: 심경진/
임기 2년으로변경

1971 조경철 현정준 주광희 심경진 김정흠 김종오 심운택 윤세원 이은성 조순탁

편집: 유경로,
이시우/
감사: 이철주, 박봉렬

1970 심운택 조경철 주광희 오병렬 김정흠 김종오 박봉렬 이은성 조순탁

편집: 현정준/
감사: 유경로, 이시우

1969 이은성 심운택 조경철 주광희 김성삼 김조오 윤세원 이보수 전상운 조순탁

편집: 현정준/
감사: 이철주, 유경로

1968 유경로 조경철 현정준 이보수 국채표 윤세원 이은성 이철주 심운택 조순탁

편집: 전상운/
감사: 김성삼, 김정흠

1967 현정준 심운택 유경로 이보수 국채표 윤세원 이시우 이은성 이철주 조순탁

편집: 전상운

1966 현정준 심운택 유경로 이광소 국채표 윤세원 이시우 이은성 이철주 조순탁

편집: 전상운

1965 현정준 유경로 윤주로

편집: 서용화

부록

국채표 심운택 이시우 이은성 이철주 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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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학회 회원 명단

No.

이름

소속

No.

이름

소속

1

강궁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0

고주헌

한국천문연구원

2

강동일

김해고등학교

31

고해곤

세종대학교

3

강미주

한국천문연구원

32

고현주

서울대학교 창의연구단

4

강민희

연세대학교

33

공인택

세종대학교

5

강봉석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

34

곽규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

강선미

경희대학교

35

곽동훈

인하대학교

7

강선아

세종대학교

36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8

강영운

세종대학교

37

곽정하

경희대학교

9

강용범

한국천문연구원

38

곽한나

서울대학교

10

강용우

한국천문연구원

39

구경록

동성고등학교

11

강용희

경북대학교

40

구본철

서울대학교

12

강원석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41

구재림

한국천문연구원

13

강월랑

서울대학교

42

구한울

서울대학교

14

강유진

한국천문연구원

43

국승화

세종대학교

15

강은아

충북대학교

44

권대수

경희대학교

16

강은하

세종대학교

45

권도영

경희대학교

17

강이정

연세대학교

46

권륜영

서울대학교

18

강지현

한국천문연구원

47

권석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

강지혜

경희대학교

48

권석민

강원대학교

20

강혁모

연세대학교

49

권순길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1

강현우

한국천문연구원

50

권순자

경북대학교

22

강혜령

51

권영주

충북대학교

23

강혜성

부산대학교

52

권용준

경희대학교

24

경재만

한국천문연구원

53

권은주

세종대학교

25

고경연

한국천문연구원

54

권혁진

경희대학교

26

고영심

55

권혜원

충남대학교

27

고원규

한국과학기술원

57

금강훈

경희대학교

28

고유경

서울대학교

56

금강훈

충남대학교

29

고종완

한국천문연구원

58

김가혜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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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김갑성

경희대학교

93

김명학

경북대학교

60

김강민

한국천문연구원

94

김묘진

연세대학교

61

김건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5

김미량

한국천문연구원

62

김경묵

경북대학교

96

김민규

서울대학교

63

김경민

한양대학교

97

김민배

경희대학교

64

김경배

98

김민선

한국천문연구원

65

김경섭

경희대학교

99

김민선

세종대학교

66

김경임

경희대학교

100

김민중

세종대학교

67

김경찬

한국천문연구원

101

김민진

한국천문연구원

69

김경희

한국천문연구원

102

김병준

서울대학교

68

김경희

한국과학기술원

103

김보경

충남대학교

70

김관우

104

김보경

이화여자대학교

71

김관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5

김보금

이화여자대학교

72

김관혁

경희대학교

106

김상준

경희대학교

73

김광동

한국천문연구원

107

김상철

한국천문연구원

74

김광태

충남대학교

108

김상혁

경희대학교

75

김규섭

경북대학교

109

김상혁

한국천문연구원

76

김근호

연세대학교

110

김석

충남대학교

77

김기범

경북대학교

111

김석환

연세대학교

78

김기정

경희대학교

112

김석훈

모드니치과

79

김기태

한국천문연구원

113

김선정

경희대학교

80

김기표

서울대학교

114

김성수

경희대학교

81

김기훈

세종대학교

115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82

김다운

단국대학교

116

김성은

세종대학교

83

김대원

연세대학교

117

김성중

연세대학교

84

김덕현

충북대학교

119

김성진

어린이천문대

85

김도형

서울대학교

118

김성진

서울대학교

86

김동진

한국천문연구원

120

김소피아

경희대학교

87

김동현

경북대학교

121

김수아

포항공과대학교

88

김동흔

충북대학교

122

김수연

서울대학교

89

김두환

아주대학교

123

김수영

연세대학교

90

김록순

한국천문연구원

124

김수진

한국천문연구원

91

김만태

서라벌대학

125

김수현

경북대학교

92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126

김순욱

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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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김승리

한국천문연구원

161

김재관

국가기상위성센터

128

김신영

한국교원대학교

162

김재민

연세대학교

129

김어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3

김재영

경희대학교

130

김연한

한국천문연구원

164

김재영

서울대학교

131

김연화

세종대학교

165

김재우

서울대학교

132

김영광

충남대학교

166

김재진

경기도과학교욱원

133

김영래

고등과학원

167

김재헌

한국천문연구원

134

김영로

연세대학교

168

김재혁

연세대학교

135

김영록

한국천문연구원

169

김재현

케이티

136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170

김재훈

전파연구소

137

김영식

충남대학교

171

김정규

서울대학교

138

김영오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172

김정리

경희대학교

139

김영주

(주)유남옵틱스

173

김정숙

한국천문연구원

140

김영환

예비창업자

174

김정엽

제주별빛누리공원천문대

141

김예솔

서울대학교

175

김정초

인제대학교

142

김용기

충북대학교

176

김정하

경희대학교

143

김용범

서울대학교

177

김정한

극지연구소

144

김용정

서울대학교

178

김정현

한국이크레딧

145

김용철

연세대학교

179

김정환

연세대학교

146

김용하

충남대학교

180

김종수

한국천문연구원

147

김용휘

서울대학교

181

김종찬

밝은성모안과

148

김우정

182

김주연

149

김웅태

서울대학교

183

김주한

고등과학원

150

김원주

한국천문연구원

184

김주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1

김유제

한국천문학회

185

김준한

152

김윤배

성균관대학교

186

김지은

153

김윤영

서울대학교

187

김지현

154

김은빈

경희대학교

188

김지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55

김은솔

충남대학교

189

김지훈

서울대학교

156

김은총

서울대학교

190

김진규

경희대학교

157

김은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1

김진아

연세대학교

158

김일중

한국천문연구원

192

김진협

연세대학교

159

김일훈

경희대학교

194

김진호

160

김자영

세종대학교

193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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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김진희

충북대학교

229

나일성

연세대학교

196

김창구

프린스턴 대학

230

나자경

한국천문연구원

197

김창희

서울대학교

231

나종삼

연세대학교

198

김천휘

충북대학교

232

나하나

연세대학교

199

김철희

전북대학교

233

나현옥

경희대학교

200

김칠영

공주대학교

234

남경빈

서울대학교

201

김태석

팀세븐

235

남궁영

이화여자대학교

202

김태연

경희대학교

236

남신우

이화여자대학교

203

김태우

충북대학교

237

남연우

LG Display

205

김태현

경희대학교

238

남욱원

한국천문연구원

204

김태현

서울대학교

239

남지선

경희대학교

206

김택진

240

남지우

이화여자대학교

207

김학섭

연세대학교

241

노덕규

한국천문연구원

208

김한성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242

노동구

연세대학교

209

김해선

인천과학고등학교

243

노유경

서울대학교

210

김향표

한국천문연구원

244

노하나

경희대학교

211

김혁

경기과학고등학교

245

노현욱

연세대학교

212

김현구

한국천문연구원

246

노혜림

한국천문연구원

213

김현남

경희대학교

247

도희진

김해천문대

214

김현수

연세대학교

248

독고경환

한국과학기술원

215

김현숙

송암스페이스센터

249

류기택

대구한의대학교

216

김현우

충북대학교

250

류동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217

김현정

정발중학교

251

류동옥

연세대학교

219

김현정

경희대학교

252

류윤현

경북대학교

218

김현정

서울대학교

253

류진혁

서울대학교

220

김호일

한국천문연구원

김홍근

연세대학교

마리오
파스콰토

연세대학교

221

254

222

김효령

한국천문연구원

255

마승희

충남대학교

223

김효선

한국천문연구원

256

목승원

한국천문연구원

224

김효원

경북대학교

257

문기석

경희대학교

225

김효정

조선대학교

258

문대식

토론토 대학교

226

김훈규

충남대학교

259

문봉곤

한국천문연구원

227

김희수

공주대학교

260

문신행

전 한국천문연구원

아주대학교

262

문용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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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문준성

연세대학교

297

박송연

연세대학교

264

문현우

경북대학교

298

박수종

경희대학교

265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299

박순창

메타스페이스

266

민경욱

한국과학기술원

300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267

민병희

한국천문연구원

301

박영식

한국천문연구원

268

민상웅

경희대학교

302

박용선

서울대학교

269

민영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03

박우연

충남대학교

270

민영철

한국천문연구원

304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271

박경선

충남대학교

305

박원현

연세대학교

272

박귀종

한국천문연구원

306

박윤호

한국천문연구원

273

박근찬

충남대학교

307

박일흥

성균관대학교

274

박근홍

서울대학교

308

박장현

한국천문연구원

275

박금숙

서울대학교

309

박장호

한국천문연구원

276

박기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0

박재우

항공우주연구원

277

박기훈

연세대학교

311

박재홍

경북대학교

278

박다우

서울대학교

312

박종선

경희대학교

279

박대성

서울대학교

313

박종엽

경희대학교

280

박대영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314

박종욱

한국천문연구원

281

박동호

포항공과대학교

315

박종태

세종대학교

282

박명구

경북대학교

316

박종혁

경북대학교

283

박미영

충북대학교

317

박종호

서울대학교

284

박민아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18

박주용

서당골천문대

285

박민영

319

박준성

충남대학교

286

박병곤

한국천문연구원

320

박지숙

경희대학교

287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321

박지원

충북대학교

288

박선경

경희대학교

322

박진원

289

박선미

한국과학기술원

323

박진혜

경희대학교

290

박선엽

한국천문연구원

325

박찬

한국천문연구원

291

박성식

324

박찬

한국천문연구원

292

박성준

한국천문연구원

326

박찬경

전북대학교

293

박성홍

한국천문연구원

327

박창범

고등과학원

294

박소명

경희대학교

328

박푸른

연세대학교

295

박소연

서울대학교

329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

296

박소영

서울대학교

330

박혁

충북대학교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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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박형민

서울대학교

364

서혜원

연세대학교

332

박홍서

예천천문우주센터

365

석지연

서울대학교

333

박홍수

서울대학교

366

선광일

한국천문연구원

334

배경민

367

선종호

경희대학교

335

배봉석

경희대학교

368

설경환

경희대학교

336

배선복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369

설아침

한국천문연구원

337

배영복

서울대학교

370

성숙경

경희대학교

338

배영호

연세대학교

371

성언창

한국천문연구원

339

배재한

U of Michigan

372

성현일

한국천문연구원

340

배현정

부산대학교

373

성현철

한국천문연구원

341

배현진

연세대학교

374

성환경

세종대학교

342

백기선

경희대학교

375

손동훈

서울대학교

343

백길호

경희대학교

376

손명재

서울대학교

344

백준현

연세대학교

377

손미림

경희대학교

345

백지혜

한국천문연구원

378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346

백창현

교육과학기술부

379

손영종

연세대학교

347

범민제

연세대학교

380

손재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48

변도영

한국천문연구원

381

손정주

한국교원대학교

349

변용익

연세대학교

382

손주비

서울대학교

350

변우원

경북대학교

383

송가을

충북대학교

351

변재규

연세대학교

384

송동욱

서울대학교

352

봉수찬

한국천문연구원

385

송두종

한국천문연구원

353

부건우

부흥고등학교

386

송미미

서울대학교

354

사토시 이
노우에

경희대학교

387

송미화

충북대학교

388

송민규

한국천문연구원

355

서강일

경희대학교

389

송보영

경희대학교

356

서경원

충북대학교

390

송수아

충북대학교

357

서미라

부산대학교

391

송용선

한국천문연구원

358

서영민

애리조나대학교, 투산

392

송용준

경희대학교

359

서우영

서울대학교

393

송인옥

한국과학영재학교

360

서정준

경희대학교

394

송제헌

한국천문연구원

361

서행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95

송지선

한국천문연구원

362

서현종

서울대학교

396

송현미

고등과학원

363

서현주

연세대학교

397 시아오동리

부록

고등과학원

381

No.

이름

소속

No.

이름

소속

398

신대규

충북대학교

432

양윤아

서울대학교

399

신민수

옥스포드 대학교

433

양종만

이화여자대학교

400

신슬기

경희대학교

434

양종우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401

신승후

한국천문연구원

435

양지혜

한국천문연구원

402

신영우

서울대학교

436

양태용

한국천문연구원

403

신영호

세종대학교

437

양형석

한전전력연구원

404

신윤경

콘셉씨옹 대학교

438

양홍규

서울대학교

405

신인구

충북대학교

439

양홍진

한국천문연구원

406

신재진

서울대학교

440

양희수

서울대학교

407

신정우

441

엄정휘

이화여자대학교

408

신제철

여주고등학교

442

여아란

한국천문연구원

409

신종호

한국천문연구원

443

염범석

충남대학교

410

신준호

경희대학교

444

염재환

한국천문연구원

411

신지혜

경희대학교

445

오규동

전남대학교

412

신지혜

경북대학교

446

오규석

연세대학교

413

신태희

충남대학교

447

오민지

UST/한국천문연구원

414

심경진

한국천문연구원

448

오병렬

전 한국천문연구원

415

심재영

한국과학기술원

449

오병춘

김포신풍초등학교

416

심준섭

서울대학교

450

오상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17

심채경

경희대학교

451

오세명

서울대학교

418

심충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452

오세진

한국천문연구원

419

심현진

경북대학교

453

오수연

전남대학교

420

안경진

조선대학교

454

오슬희

연세대학교

421

안대우

연세대학교

455

오승경

AIfA

422

안덕근

이화여자대학교

456

오승준

서울대학교

423

안상현

한국천문연구원

457

오승현

강남하늘안과

424

안성호

연세대학교

458

오영석

경희대학교

425

안영숙

한국천문연구원

459

오재석

한국천문연구원

426

안인선

서울대학교

460

오정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27

안준모

경희대학교

461

오정환

서울대학교

428

안지은

경희대학교

462

오충식

한국천문연구원

429

안형국

463

오형일

보현산 천문대

430

안홍배

부산대학교

464

오희영

UST/한국천문연구원

431

양성철

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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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와지마
키요아키

한국천문연구원

498

윤용민

서울대학교

466

우병태

경북대학교

499

윤재혁

한국천문연구원

500

윤제웅

467

우수완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468

501

윤태석

경북대학교

우종옥

전 한국교원대학교

502

윤형식

경희대학교

469

우종학

서울대학교

503

윤혜련

한국교원대학교

470

우화성

김해천문대

504

윤혜인

연세대학교

471

위석오

한국천문연구원

505

윤홍식

서울대학교

472

유계화

이화여자대학교

506

윤희선

충남대학교

473

유다솔

세종대학교

507

이강진

경희대학교

474

유대중

경희대학교

508

이강환

국립과천과학관

475

유소영

세종대학교

509

이강환

세광고등학교

476

유주상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510

이건한

477

유지언

중앙대학교

511

이경동

경희대학교

478

유진희

연세대학교

512

이경민

세종대학교

479

유현주

충남대학교

513

이경선

경희대학교

480

유형준

서울대학교

514

이경숙

충남대학교

481

유혜민

연세대학교

516

이경숙

한국천문연구원

482

유혜인

이화여자대학교

515

이경숙

서초종로학원

483

육두호

충남대학교

517

이경훈

한국과학영재학교

484

육인수

한국천문연구원

518

이광호

서울대학교

485

윤기윤

연세대학교

519

이교헌

신시기획

486

윤나영

경희대학교

520

이기원

대구가톨릭대학교

487

윤동환

연세대학교

521

이기주

경북대학교

488

윤두수

서울대학교

522

이길우

인천어린이과학관

489

윤석진

연세대학교

523

이나원

한양대학교

490

윤성철

서울대학교

524

이대영

충북대학교

491

윤성희

부산백양고등학교

525

이대희

한국천문연구원

492

윤세영

경희대학교

526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493

윤소영

세종대학교

527

이동섭

세종대학교

494

윤영주

한국천문연구원

528

이동욱

경희대학교

495

윤요나

충북대학교

529

이동주

한국천문연구원

496

윤요라

충북대학교 천문대

530

이동현

연세대학교

497

윤요셉

서울대학교

531

이동훈

경희대학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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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이명균

서울대학교

566

이용삼

충북대학교

533

이명현

한국천문연구원

567

이용석

한국천문연구원

534

이방원

한국천문연구원

568

이용현

서울대학교

535

이범현

연세대학교

569

이우백

한국천문연구원

536

이병철

한국천문연구원

570

이웅

충남대학교

537

이보미

서울대학교

571

이원형

충남대학교

538

이상각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572

이유

충남대학교

539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73

이윤희

경북대학교

540

이상성

한국천문연구원

574

이은상

경희대학교

541

이상우

(주)에스이랩

575

이은옥

충북대학교

542

이상윤

연세대학교

576

이은희

한국기술사연구소

543

이상현

한국천문연구원

577

이인덕

서울대학교

544

이상훈

세종대학교

578

이재민

연세대학교

545

이서구

한국천문연구원

579

이재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46

이석영

연세대학교

580

이재옥

경희대학교

547

이석영

충남과학고등학교

582

이재우

한국천문연구원

548

이석천

고등과학원

581

이재우

세종대학교

549

이석호

서울대학교

583

이재유

방배경찰서

550

이성국

서울대학교

584

이재준

한국천문연구원

551

이성숙

충남대학교

585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552

이성은

한국천문연구원

586

이재헌

경북대학교

553

이성재

충북대학교

587

이재혁

554

이성호

(주)에스이랩

588

이재현

연세대학교

555

이성환

경희대학교

589

이재형

경희대학교

556

이소정

충북대학교

590

이재형

서울대학교

557

이수창

충남대학교

591

이정애

UST/KASI

558

이승옥

삼성중공업

592

이정원

한국천문연구원

559

이승욱

세종대학교

593

이정은

경희대학교

560

이안선

경희대학교

594

이정주

세종대학교

561

이영대

충남대학교

595

이정훈

서울대학교

562

이영성

충북대학교

596

이종준

대구일과학고등학교

563

이영욱

연세대학교

597

이종철

한국천문연구원

564

이영웅

한국천문연구원

598

이종환

서울대학교

565

이용복

서울교육대학교

599

이주원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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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주훈

세종대학교

634

이형선

공무원

601

이준찬

한국과학기술원

635

이형원

인제대학교

602

이준현

경희대학교

636

이혜란

한국천문연구원/UST

603

이준협

한국천문연구원

637

이혜승

충남대학교

604

이중기

경희대학교

638

이혜인

경희대학교

605

이중기

경희대학교

639

이호

연세대학교

606

이지수

서울대학교

640

이호규

한국천문연구원

607

이지원

KASI/경희대학교

641

이호형

한국과학기술원

608

이지윤

한국천문연구원

642

이환희

경희대학교

609

이지현

한국천문연구원

644

이희원

경희대학교

612

이지혜

경북대학교

643

이희원

세종대학교

610

이지혜

이화여자대학교

645

이희재

충북대학교

613

이지혜

이화여자대학교

646

임기정

흐로닝언대학교

611

이지혜

연세대학교

647

임다예

경희대학교

614

이직

이화여자대학교

648

임동욱

연세대학교

615

이진아

세종대학교

649

임명신

서울대학교

616

이진이

경희대학교

650

임범두

한국천문연구원

617

이진희

경희대학교

651

임성순

서울대학교

618

이창원

한국천문연구원

652

임소희

서울대학교

619

이창훈

한국천문연구원

653

임수일

서울대학교

620

이창희

한국천문연구원

654

임수진

서울대학교

621

이철용

인천과학고등학교

655

임여명

(주)로쿱

622

이철종

연세대학교

656

임은경

한국천문연구원

623

이철희

서울대학교

657

임인성

한국천문연구원

624

이청우

경희대학교

658

임주희

경희대학교

625

이충욱

한국천문연구원

659

임지혜

한국교원대학교

626

이태경

EZplant

660

임진선

충북대학교

627

이태석

서울대학교

661

임진희

부산대학교

628

이하림

경희대학교

662

임태호

한국과학기술원

629

이한

연세대학교

663

임형묵

서울대학교

630

이헌철

서울대학교

664

임홍서

한국천문연구원

631

이현지

경희대학교

665

임희진

이화여자대학교

632

이현철

연세대학교

666

장경애

청주대학교

633

이형목

서울대학교

667

장민성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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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장민환

경희대학교

702

정소윤

경북대학교

669

장비호

한국천문연구원

703

정수민

이화여자대학교

670

장서원

연세대학교

704

정수진

경북대학교

671

장석준

세종대학교

705

정안영민

애리조나대학교 달행성연구소

672

장성남

706

정애라

이화여자대학교

673

장소희

연세대학교

707

정애리

연세대학교

674

장수정

경희대학교

708

정연길

충북대학교

675

장인성

서울대학교

709

정용진

연세대학교

676

장정균

한국천문연구원

710

정용호

세종대학교

677

장주수

(주)모아소프트

711

정웅섭

한국천문연구원

678

장초롱

연세대학교

712

정의정

한국천문연구원

679

장한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713

정일교

서울대학교

680

장헌영

경북대학교

714

정장해

충북대학교

681

장형규

충북대학교

715

정재웅

서울대학교

682

장훈휘

신천고등학교

716

정재훈

한국천문연구원

683

전승열

717

정지원

충남대학교

684

전영범

한국천문연구원

718

정지호

수성고등학교

685

전원석

서울대학교

719

정진승

연세대학교

686

전이슬

서울대학교

720

정진훈

서울대학교

687

전채우

경희대학교

721

정철

연세대학교

688

전현성

외부은하실험실

722

정태현

한국천문연구원

689

전호철

충북대학교

723

정택수

충북대학교

690

전홍달

한국천문연구원

724

정하은

서울대학교

691

정경숙

서울대학교

725

정한용

충북대학교

692

정광희

한국천문연구원

726

정해진

한국천문학회

693

정동규

한국천문연구원

727

정현수

한국천문연구원

694

정동희

텍사스대학교

728

정현주

경희대학교

695

정문희

한국천문연구원

730

정현진

경희대학교

696

정미영

연세대학교

729

정현진

한국천문연구원

697

정민섭

경희대학교

731

정화경

한국천문연구원

698

정민지

충북대학교

732

제도흥

한국천문연구원

699

정병준

경희대학교

733

제혜린

경희대학교

700

정선라

서울지향초등학교

734

조경모

서울대학교

701

정선주

한국천문연구원

735

조경석

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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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조규현

서울대학교

772

차상목

한국천문연구원/경희대학교

738

조동환

경북대학교

773

차승훈

739

조명신

울산 전파천문대

Texas A&M UniversityCommerce

740

조미선

한국교원대학교

774

채규현

세종대학교

742

조성기

한국천문연구원

775

채종철

서울대학교

743

조성일

한국교원대학교

776

천경원

경희대학교

744

조세형

한국천문연구원

777

천무영

한국천문연구원

745

조영수

한국천문연구원

778

천문석

연세대학교

천상현

연세대학교

746

조완기

서울대학교

779

747

조우람

연세대학교

780

천윤영

사반쯔대학교

748

조윤석

서울대학교

781

최고은

한국천문연구원

749

조은정

사단법인 한국전기화학회

782

최광선

경희대학교

750

조인해

기상청

783

최규철

한국천문연구원

751

조일성

연세대학교

784

최규홍

연세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752

조일현

한국천문연구원

785

최기영

753

조정연

충남대학교

786

최나현

경희대학교

754

조정호

한국천문연구원

787

최문영

워싱턴 주립대학교

755

조정희

충북대학교

788

최문항

...

756

조중현

한국천문연구원

789

최민호

한국천문연구원

757

조창현

경북대학교

790

최범규

경북대학교
애니온소프트

758

조치영

세종대학교

791

최범성

759

조현진

부산대학교

792

최변각

서울대학교

760

조혜전

연세대학교

793

최보경

세종대학교

761

조호진

서울대학교

794

최상규

에스케이씨앤씨(주)

762

주상우

숭실대학교

795

최성환

한국천문연구원

763

주석주

연세대학교

796

최슬기

경북대학교

764

주영

경북대학교

797

최연주

한국과학기술원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765

지은영

경희대학교

798

766

지인

고등과학원

799

최용범

경북대학교

767

지인찬

연세대학교

800

최우열

경북대학교

768

지태근

801

최원형

경북대학교

769

진미화

경희대학교

802

최유미

연세대학교

770

진혜진

서울시민천문대

803

최윤영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804

최윤희

세종대학교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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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최은진

한국과학기술원

839

한제희

경희대학교

806

최정림

한국과학기술원

840

한혜림

장안고등학교

807

최정용

경북대학교

841

함선영

충북대학교

808

최준영

충북대학교

842

함선정

연세대학교

809

최지훈

한국천문연구원

843

허승재

충북대학교

810

최진

경북대학교

844

허정은

세종대학교

811

최진규

강원대학교

845

허현오

세종대학교

812

최창수

서울대학교

846

허혜련

세종대학교

813

최철성

한국천문연구원

847

현민희

서울대학교

814

최현섭

연세대학교

848

현정준

815

최현호

세종대학교

849

현화수

경북대학교

816

최형빈

대전시민천문대

850

형식

충북대학교

817

최호승

연세대학교

851

홍경수

한국천문연구원

818

최화진

충남대학교

852

홍성욱

고등과학원

819

탁윤찬

서울대학교

854

홍승수

연세대학교

820

표정현

한국천문연구원

853

홍승수

서울대학교

821

하동기

광명고등학교

855

홍익선

충남대학교

822

하상현

국립과천과학관

856

홍종석

서울대학교

823

하지성

세종대학교

857

홍주은

동아사이언스

824

한경석

숭실대학교

858

홍진희

한국과학기술원

825

한두환

경북대학교

859

황규하

충북대학교

826

한명희

KVN 연세전파천문대

860

황나래

한국천문연구원

827

한미려

서울대학교

861

황보정은

한국천문연구원

828

한미화

연세대학교

862

황세현

텍사스주립대학교(오스틴)

829

한상일

연세대학교

863

황용해

경희대학교

830

한석태

한국천문연구원

864

황재찬

경북대학교

831

한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65

황정선

고등과학원

832

한예진

(주)에스이랩

866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833

한원용

한국천문연구원

867

황호성

고등과학원

834

한인우

한국천문연구원

835

868

한일승

경북대학교

Anand D.
Joshi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836

한정열

한국천문연구원

837

충북대학교

Bernardo
Cervantes
Sodi

고등과학원

한정호

869

838

한정환

서울대학교

870

Bhu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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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소속

No.

이름

소속

871

Camilla
Pacifici

Yonsei University Observatory

893

LHuillier
Benjamin

KIAS

872

Chandreyee
Sengupta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894

LiuWeina

873

Chanisa

세종대학교

895

M.
Ishiguro

서울대학교

874

Chung
Yue

충남대학교

896

Cristiano
Sabi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875

KIAS

Ma. Angela
Lourdes B.
Lequiron

876

Dan Yang

Yunnan Observatori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898

Mario
Pasquato

CGER, Yonsei University
Observatory

877

David

세종대학교

899

Marios

Seoul National University

878

Evangelia
Tremou

Yonsei University

900

Martin

옥스포드대학교

901

Maurice

세종대학교

879

Farung

세종대학교

902

Mitsuyoshi
YAMAGISHI

Nagoya University

880

Ghasem
Kazemipour

881

graziano

세종대학교

903

Munetaka
Ueno

882

Graziano
Rossi

세종대학교

904

pakakaew

세종대학교

883

H.A.N. Le

경희대학교

905

Pankaj
Kumar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884

Hannah
Morgan

Kyung Hee University

906

Paul
Hodge

885

Jianping

서울대학교

JKAS 편집

한국천문연구원

R.A.
Maurya

서울대학교

886

907

Juan Carlos
Algaba

한국천문연구원(KASI)

908

S. Trippe

서울대학교

887

909

Sanjaya
Paudel

KASI

910

Sriram

한국천문연구원

911

T. Magara

경희대학교

K.N. Nguyen
888
Nhat

897 Maheswar

889

Katsuhide

890

Kenta
Matsuoka

Seoul National University

912

Tobias
Hinse

한국천문연구원

891

Kimitake
Hayasaki

Korea Ast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913

Ulkar

충남대학교

914

892

Le Nguyen
Huynh Anh

Zhou
S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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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학회 포상자 명단

한국천문학회 대내 수상자 명단
포상명(상금재원)
소남학술상
(소남학술상특별회계)

천문학회학술상
(민영기기부금)

젊은천문학자상
(메타스페이스기부금)

샛별상
(에스이랩)

390 

연도

수상자

소속

2007

홍승수

서울대학교

2011

천문석

연세대학교

2010

채종철

서울대학교

2011

강혜성

부산대학교

2012

박창범

고등과학원

2013

이재우

한국천문연구원

2014

류동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997

이명균

서울대학교

1998

박용선

서울대학교

1999

김승리

한국천문연구원

2000

성환경

세종대학교

2001

한정호

충북대학교

2002

김종수

한국천문연구원

2003

문용재

한국천문연구원

2004

장헌영

경북대학교

2005

임명신

서울대학교

2006

김성은

세종대학교

2007

이정훈

서울대학교

2008

김웅태

서울대학교

2009

이정은

세종대학교

2014

이상성

한국천문연구원

2006 봄

이호규

서울대학교

2006 가을

이충욱

한국천문연구원

2007 봄

강미주

충남대학교

2007 가을

김효선

서울대학교

2008 봄

서영민

서울대학교

2008 가을

강은하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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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상금재원)

샛별상
(에스이랩)

연도

수상자

소속

2009 봄

이종철

서울대학교

2009 가을

김도언

충북대학교

2010 봄

임범두

세종대학교

2010 가을

조재상

연세대학교

2011 봄

권영주

충북대학교

2011 가을

수상자 없음

2012 봄

류진혁

서울대학교

2012 가을

최창수

서울대학교

2013 봄

윤소영

세종대학교

2013 가을

김은빈

경희대학교

2014 봄

신지혜

경희대학교

2014 가을
2012 가을
JKAS 우수논문상

2013 가을
2014 가을
2003

수상자 없음
임명신

서울대학교

최윤영

경희대학교

강혜성

부산대학교

이인덕

서울대학교

김주한

고등과학원

김기태

한국천문연구원

윤홍식

서울대학교

우종옥

한국교원대학교

김정흠

선문대학교

나일성

나일성천문대

민영기

경희대학교

심경진
오병렬
공로상

2005

우종옥

한국교원대학교

윤세원
윤홍식

서울대학교

이시우
조경철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현정준

Martin S. Burkhead
유성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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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상금재원)

연도

수상자

2005

이형목

서울대학교

최철성

한국천문연구원

김강민

한국천문연구원

박홍서

한국교원대학교

천문석

연세대학교

홍승수

서울대학교

유계화

이화여자대학교

김두환

아주대학교

송두종

한국천문연구원

이우백

한국천문연구원

최규홍

연세대학교

민영기

경희대학교

김철희

전북대학교

장경애

청주대학교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강용희

경북대학교

김광동

한국천문연구원

이상각

서울대학교

정장해

충북대학교

2007

2009

2010

공로상

2011

2012

2013

포상명(상금재원)

연도

392 

수상자

소속

김승리

한국천문연구원

이경숙

충남대학교

2006 봄

손동훈

경희대학교

2006 가을

정일교

서울대학교

2007 봄

이지원

경희대학교

2007 가을

김석

충남대학교

2005 가을

우수포스터상
(메타스페이스)

소속

2008 봄

최윤희

세종대학교

2008 가을

김영오

강원대학교

2009 봄

한미화

연세대학교

2009 가을

하지성

세종대학교

2010 봄

신지혜

경희대학교

2010 가을

강미주

한국천문연구원

수상구분
첫회
두 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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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상금재원)

연도

수상자

2011 봄

한혜림

충북대학교

2011 가을
(지원금늘림)

이석호

서울대학교

대상

김재헌

경희대학교

우수상

임범두

세종대학교

대상

김명진

연세대학교

우수상

김용정

서울대학교

대상

김석

충남대학교

우수상

박선경

경희대학교

대상

문준성

연세대학교

우수상

백준현

연세대학교

대상

이영대

충남대학교

우수상

오슬희

연세대학교

대상

오희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윤형식

경희대학교

대상

장석준

세종대학교

우수상

2012 봄
2012 가을
우수포스터상
(메타스페이스)

2013 봄
2013 가을
2014 봄
2014 가을

부록

소속

수상구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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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대외 수상자 명단
연도

피추천인

수상내역

1991

제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갑성

수상

1992

제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광태

수상

1993

제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이형목

수상

1994

제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황재찬

수상

1995

제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구본철

수상

1996

제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용하

수상

1997

제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상준

수상

1999

제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박창범

수상

2000

제1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현구

수상

2001

제1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류동수

수상

2002

제1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강혜성

수상

2003

제1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문용재

수상

2004

제1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채종철

수상

2005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005년 3차

한정호

수상

2006

제1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양홍진

수상

2007

제1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이재우

수상

제1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민영철

수상

2008

제8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강혜성

수상

과학기술유공자포상

이형목

수상

제1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성언창

수상

과총 이사

이상각

당선

제10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김성은

수상

2011

제2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김철희

수상

2012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012년 2차

이명균

수상

제2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이정원

수상

제13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이정훈

수상

S.Trippe

수상

구본철

수상

2009
2010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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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014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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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학회 창립 회칙

韓國天文學會 會則
第 一 章 總則
第 1 條 本會는 韓國天文學會라 稱한다.
第 2 條 本會의 事務所는 總務幹事가 在職하는 機關에 둔다.
第 3 條 本會는 天文學의 發展과 普及을 目的으로 한다.

第 二 章 會員
第 4 條 會員은 正會員 名譽會員 學生會員 贊助會員으로 나눈다.
가 正會員은 天文學의 發展과 普及에 寄與하는 者로 한다.
나 名譽會員은 本 學會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者로 한다.
다 學生會員은 大學 在學生으로 한다.
라 贊助會員은 本 學會에 對한 贊助가 多大한 者로 한다.
第 5 條 各種會員은 다음 規定에 따라 入會가 承認된다.
가 正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正會員 2人의 推薦을 必要로 하며 入會는 平議員會에서 審
議決定 한다. 入會가 承認된 會員은 卽時로 入會金을 納付하여야 한다.
나 名譽會員은 平議員會의 議決을 거처 推戴된다.
다 學生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正會員 1人의 推薦을 必要로 하며 入會는 幹事會에서 審
議決定한다.
라 贊助會員은

本 學會에 多大한 寄附行爲를 한 個人 또는 團體로서 平議員會의 議決로서
그 加入이 決定된다.
第 6 條 正會員과

學生會員은 會費納付의 義務가 있다. 會費를 1年 以上 納付하지 않은 者는 會
員資格을 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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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三 章 任員
第 7 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1人, 總務幹事 1人, 編輯幹事
1人, 評議員 6人.
第 8 條 各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正會員 中 이를 選出한다.
第 9 條 會長 副會長 幹事의 任期는 1年 評議員의 任期는 2年이나 評議員 總數의 半은 每
年 새로 選出한다.
第 10 條 任員 中 缺員이 생길 時는 平議員會에서 이를 補闕 選出한다.

第 四 章 會議
第 11 條 會議는

總會 平議員會 幹事會로 나눈다. 各 會議의 議決은 出席者의 過半數로서 決定한
다. 總會는 正會員으로서 構成하고 定期總會와 臨時總會의 2種으로 한다.
第 12 條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臨時總會는 다음 境遇에 會長이 召集한다.
가 平議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議決하였을 때
나 正會員의 10分之 1로부터 議案을 갖춘 후 要請이 있을 때
第 13 條 總會는 會議 5日前까지 全 會員에게 그 目的과 事項을 豫告하여 이를 召集한다.
第 14 條 다음 事項은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가 前年度 事業報告 및 次年度 事業計劃
나 前年度 收支決算과 年度末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
다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項
第 15 條 다음 事項은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가 硏究 및 事業에 關한 事項
나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項
第 16 條 平議員會는

會長, 副會長, 評議員 및 幹事로 構成되며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했을 때
와 評議員 3分之 1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平議員會는 議員 2分
之 1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本會議 主要 會務를 審議決定한다.
第 17 條 幹事會는

會長, 副會長, 幹事로서 構成되며 會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하여 會務를 協議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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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五 章 財産과 會計
第 18 條 本會의 財産은 다음의 諸 項目으로 한다.
가 會員이 納付한 入會費 및 會費
나 寄附金 寄附物 및 其他
第 19 條 財産의 管理는 平議員會의 決定에 따른다.
第 20 條 會計年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하며 豫算案은 每年 3月에 編하고
平議員會에서 이를 審議한다.

第 六 章 會則變更
第 21 條 本 會則을 變更하려면 總會에서 出席者 3分之 2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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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학회 정관과 규정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정관
1999년 12월 03일 제정
2014년 10월 16일 개정
2014년 12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문학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줄여서 KA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내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분소를 둔다<개정 ’14.10.16.>.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 일
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
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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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천문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의 학부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천문학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에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동등한 기여
를 하였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제7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된다.
1. 학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의 추천
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다. 10년간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었던 자
라. 기타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학회의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전호의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
1인의 추천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의결 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준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권한정지) ①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
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권한을 정지하거

부록

399

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개정 ’14.10.16.>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
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 2인, 그리고 이사의 과반수는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총
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회장과 이사의 일부는 회장
이 지명할 수 있다.<개정 ’14.10.16, ’14.12.18.>
②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 ① 회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때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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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 또는 총
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14.10.16, ’14.12.18.>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
다.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
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
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은 본인이 관련된 총회 의결 안건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4.10.16.>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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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차기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삽입 ’14.10.16.>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삭제.<’14.10.16.>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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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
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학회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
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4.10.16.>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
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변경
2. 학회의 해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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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회장

이우백

명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현

직

1998. 4~2000. 4

임 기

부회장

김철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사

강영운

세종대학교 교수

1998. 4~2000. 4
1998. 4~2000. 4

이사

강용희

경북대학교 교수

이사

김두환

아주대학교 연구원

이사

이명균

서울대학교 교수

이사

이형목

서울대학교 교수

이사

최규홍

연세대학교 교수

이사

한원용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이사

김용하

충남대학교 교수

이사

안홍배

부산대학교 교수

이사

이상각

서울대학교 교수

이사

이영욱

연세대학교 교수

이사

이용삼

충북대학교 교수

이사

장경애

청주대학교 교수

감사

김정흠

선문대학교 교수

감사

민영기

경희대학교 교수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9. 4~2001. 4
1999. 4~2001. 4
1999. 4~2001. 4
1999. 4~2001. 4
1999. 4~2001. 4
1999. 4~2001. 4
1998. 4~2000. 4
1998. 4~2000. 4
1999년 12월 3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0년 02월 08일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2.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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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학회운영 규정
2014년 10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회장단
제2조 (회장단) 학회의 능률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장단을 둔다.
제3조 (구성)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2장 회비
제4조 (회비) 학회 회원의 연회비와 입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50만원
2. 부회장 : 30만원
3. 이사 : 10만원
4. 정회원(일반) : 5만원
5. 정회원(학생) : 2만원
6. 준회원 : 2만원
7. 입회비 : 1만원
8. 분과회비 : 분과당 1만원
제5조 (회비의 책정) 회장은 학회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회비 변경에 관한 안을 이
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비납부의 해태) 회장은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9조에 의
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부설기관
제7조 (부설기관 설치) ①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
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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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회에 있는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제8조 (부설기관 규정) 정관 제33조에 따라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
정할 수 있다.
제9조 (부설기관 운영) 부설기관 운영은 부설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설기관 재정 및 회계) ① 부설기관의 자산과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부설기관의 회계는 학회의 부설기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부설기관 해산) ① 부설기관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설기관이 해산될 때 자산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용역사업
제12조 (용역사업 수행) 학회는 학회발전을 위해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3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
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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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임원선출 규정
2014년 10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임원선출
제2조 (회장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2차년도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 (부회장선출)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4조 (이사선출) 이사는 매년 총회에서 5명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1명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 (감사선출)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6조 (당연직 이사) 부회장, 총무, 재무, 천문학회지 및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은 회
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 (선거 관리) 임원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선거관리 세칙
에 따른다.

제2장 임원후보
제8조 (회장후보) ① 차기 회장후보는 정회원 각자로부터 추천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또 학회의 발전과 운영방향에 관한 공약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회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상위 추천자 2명을 차기 회장후보로 한다.
④ 제③항을 충족하는 차기 회장후보가 1명이거나 없을 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후보) 이사는 정회원 1인당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위추천자 7명을 차기 이사후보자로
한다.
제10조 (감사후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차기 감사후보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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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후보자격
제11조 (회장후보 자격) 회장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가
운데 2년 이상 이사(사단법인화 이전 평의원 포함)로 봉사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이사후보 자격) 이사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2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이어
야 한다.
제13조 (감사후보 자격) 감사 후보는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4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
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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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위원회
제2조 (위원회) ①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
다.
③ 학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위원회
가. 한국천문학회지(JKAS) 편집위원회
나. 천문학논총(PKAS) 편집위원회
다. 교육 및 홍보위원회
라. 포상위원회
마.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회
바. 한국 IAU운영위원회
사. 학술위원회
2. 비상설위원회
가. 용어심의위원회
나. 우주관측위원회
다. 연구윤리위원회
라. 규정개정위원회
마. 선거관리위원회
④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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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상설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기간은 회장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 관련 임무가 추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비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분과
제6조 (분과) ① 학회에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의 분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환경분과
2. 우주전파분과
3. 광학천문분과
4. 행성계과학분과
5. 젊은 천문학자 모임
제7조 (분과 운영) ① 분과 운영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② 분과는 1인의 분과 위원장과 약간의 분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 위원장과 분과 운영위원의 선출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제8조 (분과 위원장의 임무) 분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회원의 동향
2.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 (분과 가입 및 재정) ① 학회 회원은 1개 이상의 분과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분과 회원에게는 소정의 분과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분과 회비는 분과의 재정에 충당된다.
④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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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타
제10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세칙 또는 분과 세
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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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 그리고 위원회 및 분과규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
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연구자
료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1. “위조”는
다.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
2. “변조”는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3. “표절”이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
4. “부당한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5. “자료의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
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
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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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장 위원회 운영
제5조 (소속) 위원회는 학회 내에 비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천문학회
지 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한으로 제한한다.
제9조 (총무)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제안한 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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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
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
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
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
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회장
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회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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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
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1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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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위원 명단
제22조 (판정) 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
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
2. 본인
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위원·증인·참고인·자
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
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5조 (시행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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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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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 후기

50년 전 한국천문학회가 창립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
다. 현재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 그동안 우리 천문학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
기 어려울 만큼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50년 전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우리 학
회는 이제 회원 수가 거의 1,000명에 이르고 1년 예산도 5억여 원을 넘는 중견 학회가 되
었다. 학회 창립 당시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망원경 하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수준
의 전파 및 광학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망원경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발사한 천체관측 위성들이 우리 머리 위 우주공간을 돌고 있다. 천문학 연구
및 교육 기관 수도 창립 당시에는 한 곳뿐이었으나 지금은 국가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교
육 기관 수가 2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
으로 도약했다.
한국천문학회는 한국의 천문학을 아우르고 대표하는 조직이다. 한국천문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발간하는 『한국천문학회 50년사』(이하 50년사)는 이렇듯 몰라보게 성
장한 우리 학회의 발전사를 기록한 역사서다. 우리 학회는 10년 전에 『한국천문학회 40주
년 기념 회고록』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념집은 말 그대로 학회 회원들의 회고담
을 엮은 회고록이었다. 50년사는 회고록과는 달리 어느 개인적인 회고나 주관에서 벗어나
편향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서로서 우리 학회가 최초로 발간하는 학회
의 정사(正史)이기도 하다. 50년사는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기원을 찾아보고 지난 50년
간의 발전 과정과 업적을 기록하여 우리 천문학의 미래를 여는데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한
다. 내가 학회장으로부터 편찬위원장의 제안을 받고는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
역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
의 경륜이 편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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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편찬위원회 구성이었다. 편찬위원으로는
학회장과 상의하여 경륜과 안목을 갖춘 여섯 분을 선정했다. 편찬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해 줄 총무에는 우리 학회 총무이사가 맡도록 했다.
2014년 6월 9일 최초의 편찬위원회가 열렸고 2015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편찬
위원회를 열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5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 지침과 일정, 내용과 목차,
집필자 선정과 집필 지침, 사진 수집 방침, 원고의 수정과 검토 과정, 책의 분량과 디자인,
그리고 출판사의 선정 등 50년사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서 결정했다.
처음에는 50년사의 목차와 내용을 두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했다. 우리 학회
의 50년사이니만큼 학회의 변화와 발전만을 기록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학회가 우리나라
의 천문학을 대표하는 조직이니만큼 넓은 안목에서 한국 천문학의 변화와 발전을 돌아보
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토론 끝에 우리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50년사는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 근대 천문학의 발전사인 셈이다. 50년사
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대 천문학, 학회의 설립 배경과 과정, 연구 활동과 관측
기기, 천문학 관련 교육 기관과 시설, 그리고 천문학의 대중 보급 등으로 정했다.
원고의 집필자로는 내용의 각 분야를 전공한 분들 중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졌으면
서 이해가 쉬운 필체로 기술할 수 있을만한 분 50여 명을 편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이 분
들이 집필한 원고는 편찬위원들이 전공별로 분담해서 검토와 수정을 하고 편찬위원장의
최종 검수를 거쳐 출판에 넘겨졌다. 출판사에서는 교정 전문가에 의해서 문장, 철자, 떼어
쓰기 등 형식적인 교정을 거쳐 최종 인쇄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의뢰한 집필자들은 거의 모두가 흔쾌히 집필을 수락하고 기일 내에 원고를
제출해 주었다. 사정으로 본인이 집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적합한 분을 추천하는 열
의도 보여주었다. 이 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학회 일에 열성적인가
를 실감할 수 있었다. 집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원고의 집필자들에게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입
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필자에 따라 스타일과
구성 그리고 내용의 세세함에 있어 차이가 컸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너무 자세
한가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정 인물의
업적이 과도할 만큼 부각되는 서술도 여럿 있었다. 이러한 원고들은 편찬위원들의 검토와
출판사의 교정을 거치면서 원고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집필자들께서는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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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50여 명의 집필자들의 글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묶어서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50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총무를 맡은 이정훈 교수
다. 그는 위원회 소집, 원고의 청탁과 수집 그리고 검토 의뢰, 출판과 인쇄의 섭외 등 잡다
한 모든 일을 열성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여기 실린 사진들은 우리 학회 회원들로부터 수
집한 천여 장의 사진들 중에서 선정된 것들이다. 사진의 수집과 선정 그리고 배열 등은 성
환경 위원이 맡아서 해주었다. 이곳에 실리지 않은 사진들은 소남연구소에 비치해 두었다
고 하니 필요한 분은 그곳에서 열람하기 바란다. 여섯 분의 편찬위원들은 만사를 제쳐놓
고 편찬위원회에 참석했음은 물론, 원고의 검토와 수정을 하는 수고도 해주었다. 표지의
디자인은 디자이너인 이연성 양, 그리고 제자(題字)는 김세호 서예가가 해주었다. 이연성
양은 우리 학회 이형목 회장의 따님이고, 김세호 서예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동문으로
모두 천문학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다. 이상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글을 깔끔하
게 다듬어 주고 출판을 맡아준 출판사에도 감사한다.
이 50년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나라 천문학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
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년 3월
한국천문학회 50년사 편찬위원장 민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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