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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자 합니
다. 2019년 4월 12일 제 100회 한국천문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에 열린 정기 총회는 많은 회원들이 모여 활발한 교류
를 했습니다. 학술 대회에 이후에 2019 부산과학축전에서 
IAU 100주년을 기념하고 2021년에 부산에서 열릴 IAU 
GA 2021을 홍보하는 한국천문학회 부스에서 회원들이 활
동했습니다. 이번 가을 학술대회에는 정기총회에 차기 회
장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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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U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대 천문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룬 체험형 특별전 ‘우주연구실 인턴체험
전’을 기획하여 과천과학관에서 45일간 운영하였다. 유·초
등 어린이로부터 중·고등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약 5만 명이 전시를 관람하였다.

전시의 주요 연출방향은 현대적인 천문학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되, 관람객 스스로가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
를 통해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1900년
대 이후 천문학자들의 실제 연구방법과 원리를 단순화한 
체험요소들을 개발하여 인간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탐
구의 흐름에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또한 관
람객이 인턴연구원 과정을 수료하는 형태로 관람동선을 
연출하여 전시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하였다.

전시 관람객 인식조사 결과, 전시를 통해 ‘암흑물질’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우
주의 규모, 블랙홀과 외계행성 관측,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전시물
에 대한 평가로는 직관적으로 거리-광도 관계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블랙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전시물들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고, 전시해설이 전시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여전히 초등 저학년이 이
해하기 쉬운 전시물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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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진행한 2019 하계 교원
천문연수의 초급·중급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청에서 인정한 직무연수프로그램인 2019 하계 교원천문연
수는 현대 천문학의 동향과 지식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수는 초등교원을 주대상으로
한 초급과정은 2019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중등교원을 

주대상으로한 중급과정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각각의 교육 과정이 교원 직
무연수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충분히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사전, 사후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에서 각각 30여명, 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전조사 설문지는 기본 인적정보, 
연수 참여 동기, 천문 관측 활동 경험 여부에 관한 것으로 
10문항이, 사후조사 설문지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지적 및 정의적 만족도, 진로지도 유용성, 향후 수
업 활용성, 개선사항에 관한 것으로 20문항이 개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 된다면, 본 직무연수프로그램이 내
용적인 면에서 교사들의 천문학에 대한 지적·정의적  향상 
및 향후 일선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보급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수정·보완해야할지 개선점을 제시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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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천문영역 필수 탐구 
실험 성취기준에 대한 천문학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차후 교육과정 
내 천문분야의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이 성취 기준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천문영역 학년 군별 필수 탐구에 제시된 역량과 보
완점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년 군에 적절한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필수 탐구 
실험을 재배치해보고 차후 교육과정 내 천문분야의 성취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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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extinction coefficients in the 
photometric filter system ugriz of the Sloan Digital 
Sky Survey, over a wide range of stellar properties 
based on theoretical stellar spectra generated 
using the ATLAS9 stellar models. Our computed 
coefficient values are essentially independen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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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metallicity or alpha-element abundance of a 
star, while they are a sensitive function of effective 
temperature and to a moderate extent of surface 
gravity of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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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ce plays a crucial role in controlling 
star formation as it produces density fluctuation as 
well as non-thermal pressure against gravity. 
Therefore, turbulence controls the mode and 
tempo of star formation. However, despite a plenty 
of previous studies, the properties of turbulence 
remain poorly understood. As part of the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 (TRAO) Key Science 
Program (KSP), “mapping Turbulent properties In 
star-forming MolEcular clouds down to the Sonic 
scale (TIMES; PI: Jeong-Eun Lee)”, we mapped the 
Orion A and the Ophiuchus clouds, in three sets of 
lines (13CO 1-0/C18O 1-0, HCN 1-0/HCO+ 1-0, and 
CS 2-1/N2H+ 1-0) with a high-velocity resolution 
(~0.1 km/s) using the TRAO 14-m telescope. The 
mean Trms for the observed maps are less than 
0.25 K, and all these maps show uniform Trms 
values throughout the observed area. These 
homogeneous and high signal-to-noise ratio data 
provide the best chance to probe the nature of 
turbulence in two different star-forming clouds, 
the Orion A and Ophiuchus clouds. We present 
comparisons between the line intensities of 
different molecular tracers as well as the results of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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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stellar mass accretes during the 
early evolutionary stage of protostars. However, 
the accretion process in protostars is in a veil of 
the thick envelope. Monitoring the submillimeter 
emission from the envelope is a way to trace the 
accretion process in protostars since the 
submillimeter emission linearly responses to the 
temperature of the envelope, which is heated by 
the accretion process at the center. In the JCMT 
transient Survey, we detected a submillimeter 
variable, EC 53. EC 53 is a Class 1 protostar that 
was known to have a periodic variation at NIR. EC 
53 has been monitored with United Kingdom 
InfraRed Telescope (UKIRT), Liverpool telescope, 
and JCMT/SCUBA-2 since we detected the 850 μ m 
flux enhancement in the JCMT transient survey. We 
also adopt the photometric data sets of Wide-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 (WISE). Over all 
wavelengths from NIR to submillimeter, we see two 
modes of variation, a 1.5-years periodic variation 
and a long-term increase. We present the light 
curves of EC 53 at multi-wavelengths and discuss 
the cause of variability in EC 53.

[포 IM-04] Formation of star clusters by 
cloud-cloud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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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n the 
formation of star clusters by cloud-cloud collision. 
For this purpose, we perform sub-parsec scale, 
radiation-hydrodynamic simulations of giant 
molecular clouds using a sink particle algorithm. 
The simulations include photo-ionization, direct 
radiation pressure, and non-thermal radiation 
pressure from infrared and Lyman alpha photons. 
We confirm that radiation feedback from massive 
stars suppresses accretion onto sink particles. We 
examine the collision-induced star formation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n the formation of a 
globular cluster.

[포 IM-05] Structure of the Galactic 
Foreg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