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
과제명

2019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STEAM
과
프로그램
제
구분
개
요

결과보고서

2019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
(유형1)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한 확산 모델 개발 ( √ )
유형
- 선행 프로그램명: 우리 하늘 별자리(동양별자리)
프로그램명
별은 내 가슴에(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학교급 초등학교 대상 학년(군)
5,6학년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
중심과목
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중심과목
과학
성취기준 영역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국어
수학
미술
도덕
실과

연구기간
연 구 비
참여연구원

2019. 11. 15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태도를 지닌다.
[6수04-01]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고,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6수02-03]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
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2019.5.16. ~ 2019.11.30.
일금사백만원(￦4,000,000)
5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4명)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담당과목
직위

구분

소속 학교명

연구책임자

용산초등학교

과학

교사

조진수

성명

공동연구원

용산초등학교

실과,SW

교사

이수빈

공동연구원

용산초등학교

국어

교사

박혜란

공동연구원

진전초등학교

과학,미술

교사

이솔아

공동연구원

수남초등학교

실과,SW

교사

조완제

2019년도 정부의 R&D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한 최종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2019년

11월

15일

연구책임자 : 조 진 수

용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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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이 보고서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부록2. 활동사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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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3. 연구 수행 내용

옛 조상들은 하늘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얻으며 지냈다. 하늘을 보며 농사를 짓고,
점괘를 맞추었으며, 세상의 흐름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별
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여유를 찾
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조화로운 모습과 같은 삶에서 조화
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별자리는 단순히 과학
적 요소만 담고 있지 않다. 옛 사람들은 별자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투영시

1. 2019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 현재 수행 현황 및 내용
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별자리에 얽힌 동서양의 이야기를 통해 천문에 대한 흥미 유발

켰고, 미술로써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별자리 하나를 통해 여러 가지 학문을 융

- 언제 어디서든 밤하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 구안

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한다.

- 동서양의 밤하늘 별자리 비교를 통한 문화적 관점 차이 및 공통점 이해

앞서 언급했듯이 별자리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별자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였으며, 하늘을 통해 땅에서 일어나는 여
러 가지를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양과 서양은 별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달
랐다. 별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동서양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에게 별자리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으로 접근
하여 동서양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관점을 알아봄으로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밤하늘 속 순환과 조화의 원리와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
- VR, AR 및 별자리 어플을 활용하여 생생한 별자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
록 함
- 체험 중심 별자리 STEAM활동을 통하여 별자리의 생활화 도모
➁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천문에 인문학적 요소를 더해 아이들이 별자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흥미를 바탕으로 별자리의 생활화를 돕고, 그 속에 있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STEAM 개발 관련 설문 제작
- 수업 전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실시
- 수업 전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정성 평가 및 심층 면담 실시
- 자문위원 평가

2. 서론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단편 적인 교과 위주의 지식 습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교실에서의 교과 위주의 수업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해
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주제
중심의 통합 수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STEAM 수업이
다. STEAM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연구 목표

- 연구회 주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확산
- STEAM 부스 운영(경상남도 교육청 영재산출물 대회 부스 운영)
- 연구회 소속 교육과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실시
- 웹사이트, 모바일 웹을 통한 폭 넓은 공유 실시
2.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 서양 중심의 별자리에서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를 균형 있게 배워봄으로써 동양과 서

◦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활동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STEAM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STEAM 수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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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 도시학생과 시골학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학교(사천 23명, 김

해 23명)를 대상군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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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선행
프로그램명

< 2018년 STEAM 교사연구회 >
우리 하늘 별자리(동양별자리)

학교급

초등학교 대상 학년(군)

5~6학년
(초등학교 5~6학년) 태양계와 별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
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성취기준 영역
조사할 수 있다.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
을 찾을 수 있다.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학생 태도검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
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국어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태
도를 지닌다.
[6수04-01]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STEAM
프로그램
구분

변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수학
연계과목

찾아 설명하고,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고,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연계과목
[6수02-03]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해하고
성취기준 영역
그릴 수 있다.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술

- 학생들이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행사에 적용함.
- 지역 축제에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적 활동이 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재활용함.
- 학교 내 연구회를 조직하지 못해서 협의회 시간이 적음.
2.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 용산초 5학년 여학생 :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를 각각 비교 해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같

은 별을 보면서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점이 신기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 수남초 5학년 남학생 : 별자리에 대해 평소에 어렵다 생각을 하였는데 그 생각이 틀렸

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프로그램
개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별자리 보는 법을 알게 되어 이제 밤하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생활

늘의 별을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별자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주제
연번

차시
(시수)

1

4

과학+국어+미술+실과

2

4

과학+국어+수학+미술+도덕

3

3

과학+국어+수학+미술

4

5

과학+수학+실과

과목 연계(안)

· 2019. 11. 16.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적산출물축제’

1.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실과

· 2019. 10. 17. 2교시(09:50~11:30) 수업공개

5. 결론 및 제언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

수남초등학교 학생 23명
7월 10일, 2개 학급(46명)
11월 1일, 2개 학급(46명)
11월 18일
· 2019. 10. 16. 2교시(09:50~11:30) 수업공개

STEAM 부스 운영

[6미02-04] 조형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도덕

수행 계획
총 15차시
2019. 7. 1. ~ 2019. 10. 30.
용산초등학교 학생 23명

리 보는 것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3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교사연구회를 12월달에 사전 선정하여 2019학년도 교육과정 재구성 수월 추구
- 각 지역교육청별 프로그램 적용 캠프나 행사 운영
- 각 지역교육청별 교사연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인력 활용 방안 모색
4. 기타 사항 및 시사점

- STEAM 프로그램은 모든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한 STEAM 캠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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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술,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고
인문적 요소를 가미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Co (상황제시) 북두칠성과 함께 큰곰자리를 확인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알기
-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CD (창의적 설계) 극으로 만든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신화를 발표한다.
- 극으로 만든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신화 발표하기
Co (상황제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보고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지 상상해보기
- 별자리판 위의 카시오페이아자리 확인하기
Co (상황제시)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기
-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 카시오페이아와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별은 내 가슴에(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4/15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2

5~8/15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3

9~11/15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4

12~15/15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6국02-05]
[6미01-03]
[6실04-07]
[6국02-05]
[6수02-03]
[6미02-04]
[6도03-04]
[6국05-06]
[6수04-01]
[6미01-03]
[6수02-03]
[6실04-07]

Tip!

서양의 별자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얽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성찰 연설문 작성하기
Co (상황제시) 계절별 대표 별자리 알기
- 계절별 대표 별자리의 위치 알기
-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한 도형 알기
CD (창의적 설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각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의 넓이 구하기
ET (감성적 체험)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감상한다.
- 계절별 대표 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ET

주제(단원)명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5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동양 별자리 이야기

Co

교과서에는 서양 별자리 위주로 설명이 되어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에서 별자리를 어떻게
보았는지 위주로 구성하였다. 동양 별자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동양의 문화적 이야기를 끌어와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

(상황제시)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야기 제시

ET

(감성적 체험) 나만의 별자리 그려보기

7~8
/15

- 별자리 이름 붙이기
- 나의 별자리와 점대칭인 별자리 그리기
Co
ET

(창의적 설계) 별자리 판을 보고 별들을 고인돌 판에 찍기

- 별이 무엇인지 알고 별을 고인돌 판에 표시하기
- 별에 빌고 싶은 소원 생각하기
- 별들을 연결하여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4~6
/15

주제(단원)명

서양 별자리 이야기

교과서에서 흔히 배우는 서양 별자리를 제시하였다. 별자리를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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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더 관측하기

마지막 주제로 밤하늘을 실제로 관측하는 부분을 구성하였다. 앞에서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문
화적 차이를 이해하였다면, 이제 별자리 보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 실제로 양안으로 관측하는 방
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감성적 체험) 견우와 직녀 이야기판 꾸미기

CD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다.

주제(단원)명

Tip!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제시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도록 한다.
(상황제시) 고인돌에 나타난 별자리 확인하기

동서양이 해와 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감성적 체험) 동서양에서 하늘의 해와 달을 보는 관점에 대한 느낌 공유하기
CD (창의적 설계) 동서양 별자리판 만들어보기
- 동서양 별자리판 구성요소 알기
- 동서양 별자리판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ET (감성적 체험)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 알아보기
- 동서양 별자리 옛 이야기 검색하기
-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해 탐색하기
ET

Tip!

(상황제시)견우와 직녀 이야기 제시

Co

(상황제시) 동양 동화책 ‘구미호’와 서양 동화책 ‘늑대인간’ 제시

Tip!

- 하늘에서 나만의 별자리 연결하기
1~4
/15

동서양 별자리 비교를 통한 동서양 문화 이해하기

앞 주제에서 각각 다루었던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별자
리를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문화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적 이야기를 바탕으
로 동서양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황제시) 별자리 관측을 위해 필요한 것 이야기하기
(창의적 설계) 밤하늘 별자리 속 수학 이해하기
CD (창의적 설계) 천체 망원경 탐구하기
- 천체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CD (창의적 설계) 천체 망원경 만들기
CD (창의적 설계)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기
ET (감성적 체험) 동서양 별자리 찾기
ET (감성적 체험) 밤하늘을 관측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
Co

9~12
/15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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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나. 2차시 수업 지도안

가. 1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중심과목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1 / 15
학습목표 북두칠성 이야기를 읽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수학
성취기준
도형
영역
S 북두칠성을 찾았을 때 북극성을 찾는 법 알기
T VR 고글을 활용하여 밤하늘 별자리 찾기
STEAM
E 컴퍼스와 자를 이용하여 점대칭도형 작도하기
요소
A 나만의 별자리 그리기
M 점대칭도형의 성질로 별자리 그리기
북두칠성 이야기를 바탕으로 북극성을 찾고 대칭의 개념을 이용하여 대응되는 북두칠성을
개발 의도
그려 일상의 소재로 점대칭을 설명하고 그리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에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 경험을 이야기 해보게 하여 자연스레 밤하늘 별자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그 중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밤하늘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찾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단순한 별자리 관찰에서 끝내지 않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점대칭도형을
그려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학습지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앞으로 별자리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
창의적 설계
감
상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STEAM
의
하늘에 나와 관련된 성
황
북두칠성에 대한
학습
적 바탕으로 북극성을 찾고 점대칭
별자리를 만들고
적
제 동양의 이야기 제시
준거
설
도형 그리기
별자리 이름 붙이기 체
시
계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Co (상황제시) 하늘을 본 경험 떠올리기
(5 분) - 단원도입 활동으로 밤하늘을 본 경험을 떠올려 학습의 동기 유발하기
Co (상황제시)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야기 제시
- 북두칠성과 북극성에 대한 이야기 읽기
- 하늘에서 빛나는 북극성 찾기
CD (창의적 설계)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밤하늘에서 북두칠성과 북극성 찾기
- 하늘에서 빛나는 북두칠성 찾기
전개 - 북두칠성을 찾았을 때 북극성 찾는 규칙 알아보기
(30 분) -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을 점대칭 도형 그리기
- 별자리 어플(스텔라리움)을 이용하여 별자리를 찾아본다.
ET (감성적 체험) 나만의 별자리 그려보기
- 하늘에서 나만의 별자리 연결하기
- 별자리 이름 붙이기
- 나의 별자리와 점대칭인 별자리 그리기
ET (감성적 체험) 배운 내용 정리하기
정리
-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 알기
(5 분)
- 친구들의 별자리 감상하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Co (상황제시) 칠석날 까치의 머리털이 벗겨지는 까닭 생각해보기
(5 분) - 칠석날 까치의 털이 빠지는 내용으로 왜 털이 빠질지에 생각한다.

- 별자리 어플
(스텔라리움)
Tip!

북극성에서
북두칠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점
대칭도형을 그리며 확
인하도록 유도한다.

Tip!

전 시 회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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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2 / 15
학습목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국어
성취기준
문학
영역
S 밤하늘에서 견우성, 직녀성과 관련된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T 별자리 어플을 활용하여 밤하늘 별자리 찾기
STEAM
E 견우성, 직녀성을 기준으로 주위의 별자리 찾기
요소
A 모둠의 별자리 이야기 만들기
M 견우성, 직녀성 주위의 별자리 찾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나라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여름밤 하늘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을
개발 의도
찾고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서 옛 사람들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한다.
칠석날 까치의 머리털이 빠진다는 속담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
킨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견우와 직녀에 나온 등장인물 및 소재들을 정리한다. 다
음으로 별자리 어플을 이용하여 현재 견우성과 직녀성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모습을 학습지에 그리
도록 한다. 견우성, 직녀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별들도 같이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참고하여 우리 모둠만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한다.
상황 제시
창
창의적 설계
감
상
STEAM
의
성
견우성과 직녀성을 찾고 그렇게
황 견우와 직녀 이야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
학습
적
적
이름을 붙인 이유 알기
제
제시
판 꾸미기
준거
설
체
시
계
험
감성적 체험

Co (상황제시)견우와 직녀 이야기 제시
-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대해 아는 내용 발표하기
- 견우 직녀 이야기 내용 정리하기
CD (창의적 설계) 견우성과 직녀성 찾고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 생각하기
전개 - 하늘에서 빛나는 견우성, 직녀성 찾기
(30 분) - 견우성, 직녀성으로 이름 붙인 이유 생각하기
ET (감성적 체험) 견우와 직녀 이야기판 꾸미기
- 모둠별 별자리판에 견우성, 직녀성 찾아보기
-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통해 모둠의 견우, 직녀 이야기 만들기
- 모둠별 견우와 직녀 이야기 발표하기
ET (감성적 체험) 배운 내용 정리하기
정리
-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해 알게 된 점 말하기
(5 분)
- 옛 이야기와 관련된 별자리를 찾고 난 뒤 소감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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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다소 엉뚱한
대답일지라도
인정해준다.
Tip! 우리 나라 ,
중국, 일본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제시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도록 한다.

Tip! 옛이야기와
별자리의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3-4차시 수업 지도안

라. 5-6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3-4 / 15
학습목표 고인돌에 나타난 별자리를 확인하고 고대인들에게 별자리의 의미를 이해한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사회
성취기준
역사
영역
S 고인돌에 나타난 별자리 찾기
T 별자리판 어플로 나타난 고인돌 별자리 확인하기
STEAM
E
요소
A 점토판에 자신의 별자리를 만들고 이야기 만들기
M
개발 의도 별과 별자리에 대해 이해하고 옛사람들이 별자리를 만든 이유를 생각한다.
달이나 별에 소원을 빌어본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옛날 사람들도 고인돌에 별자리가 찍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별자리들은 어떤 별자리인지 이야기 한다. 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고인돌에 별자리를 팠을지 생각해보고
학생들도 자신의 소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별자리를 점토판에 찍어보는 활동을 한다. 이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기원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상황 제시
창
창의적 설계
감
상
별자리 판을 보고 자신의
STEAM
의
성
황
고인돌에 나타난
고인돌에 별자리를
별자리를 고인돌 판에 찍기
학습
적
적
제
별자리 확인하기
찍은 이유 말하기
준거
설
체
시
계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Co

(상황제시) 달이나 별에 소원을 빌어본 경험 공유하기

(5 분) -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소원을 빌었는지 이야기하기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자연스런
대답이 나오도록
한다.

(상황제시) 고인돌에 나타난 별자리 확인하기

- 고인돌에 나타난 별자리 확인하기
전개

(창의적 설계) 별자리 판을 보고 별들을 고인돌 판에 찍기

- 별이 무엇인지 알고 별을 고인돌 판에 표시하기

(70 분) - 별에 빌고 싶은 소원 생각하기
- 별들을 연결하여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ET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상황제시) 북두칠성과 함께 큰곰자리를 제시하기
- 별자리판 위의 북두칠성 확인하기
- 큰곰자리를 보여주고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ET 자신만의 별자리를 친구들과 나누기
Co

도입
(5 분)

(상황제시)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를 확인하고 얽힌 신화 알기
- 실제 큰곰자리의 모습 확인하기
-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위치 확인하기
-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CD (창의적 설계)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인 ‘칼리스토와 아르카스’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기
전개
(70 분) - 칼리스토와 아르카스를 주인공으로 극 만들기
CD (창의적 설계) 극으로 만든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신화를 발표한다.
- 극으로 만든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신화 발표하기
- 변형된 모둠별 신화 이야기 확인하기
ET (감성적 체험) 극으로 만든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의 신화 속 등장인물의 마음 짐작해보기
- 극 속의 등장인물을 파악하여 등장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Co

- 고인돌은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CD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5-6 / 15
학습목표 서양의 북쪽 별자리인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국어
성취기준
문학
영역
S 서양의 북쪽 별자리 이해하기
T 별자리 앱을 이용한 별자리 찾기
STEAM
E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별자리 앱 이용하기
요소
A 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M 별의 수와 별자리의 위치 찾기
북쪽의 별자리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양에서 바라보는 북쪽의
개발 의도
별자리를 탐구하며 별자리에 담긴 신화를 알고 나만의 별자리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이전 차시에서 미리 학습하였던 북두칠성을 먼저 제시하고 동양의 북두칠성은 서양의 큰곰자리의 일부분
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북두칠성을 포함하는 큰곰
자리와 북극성을 포함하는 작은곰자리의 신화를 알고 극으로 표현하면서 서양의 별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창
감
상
STEAM
의 북쪽의 별자리 중 큰곰자리와
별자리 신화를 극으로 성
황
큰곰자리와
학습
적
작은곰자리의 신화를 듣고
표현하며 주인공의
적
제 작은곰자리 확인하기
준거
설
극으로 표현하기
마음 이해하기
체
시
계
험
감성적 체험

Tip! 별 자 리 를
표시할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나
소원을 생각하며
표시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고인돌에 별자리를 찍은 이유 말하기

- 자신의 별자리를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큰 곰 자 리
판의 별을 자유롭게
이어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

Tip! 큰곰자리의
일부가 북두칠성
이라는 것과 작은곰
자리의 별이 북극성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지
Tip! 신화를 그대로
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게 하여 극을
자유롭게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기기,별자리앱

- 기원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고인돌 별자리를 소개하기
ET

정리
(5 분)

(감성적 체험)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별과 별자리는 무엇이라 하는지 확인하기
- 친구들의 고인돌 별자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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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친 구 들 은
어떤 별자리를
찍었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정리
(5 분)

Tip! 서 양 의
(감성적 체험)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를 확인하고 얽힌 신화를 극으로 표현하면서 느낀 점 나누기 별자리가 그리스
- 동양의 북두칠성과 큰곰자리의 차이 확인하기
로마 신화와 얽혀
있음을 인지하도록
-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를 극으로 표현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하기
한다.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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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7차시 수업 지도안

바. 8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중심과목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7 / 15
학습목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탐구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도덕
성취기준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
S 서양의 북쪽 별자리 이해하기
T 별자리 앱을 이용한 별자리 찾기
STEAM
E 스마트기기로 별자리 앱 이용하는 방법 알기
요소
A 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M 카시오페이아자리로 북극성 찾기
서양의 북쪽 별자리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탐구하며 별자리에 담긴 신화를 알고 올바르게
개발 의도
살아가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른다.
북두칠성(큰곰자리)의 반대쪽에 위치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찾아보고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본다.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통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탐구하여 밤하늘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창
감
상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카시오페이아자리에
STEAM
카시오페이아자리
의
성
황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얽힌 신화를 통해
학습
확인하고 얽힌 신화 적
적
제
의미와 중요성 알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준거
알기
설
체
시
카시오페이아자리로 북극성 찾기
실천 의지 기르기
계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제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보고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지 상상해보기 -PPT자료
Tip! 카시오페이아
- 별자리판 위의 카시오페이아자리 확인하기
자리의 이야기를
- 카시오페이아자리의 모습 상상하기
미리 생각해볼 수
ET (감성적 체험) 상상한 카시오페이아자리의 모습을 친구들과 나누기
있도록 한다.
Co

도입
(5 분)

(상황제시)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기 -스마트기기, 별자리앱
-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Tip! 자신의 경험을
- 카시오페이아와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떠올리며 자연적으로
CD (창의적 설계)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해보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깨닫게 한다.
전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25 분)
-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방법 알기
CD (창의적 설계) 카시오페이아자리로 북극성의 위치를 찾아보기
- 학습지
- 카시오페이아자리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 알기
- 별자리 어플
(Star walk2)
- 별자리 어플 활용하여 찾아보기
- 별자리판에서 카시오페이아자리로 북극성 찾아보기

중심과목
중심과목

(감성적 체험) 카시오페이아자리에 얽힌 신화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성찰 연설문 작성하기
- 자신의 성찰 연설문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친구들과 나누기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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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차시
학습목표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수학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8 / 15

성취기준
영역

도형

서양의 계절별 별자리 이해하기
별자리 앱을 이용한 별자리 찾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별자리 앱 이용 방법 알기
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별의 수와 별자리의 위치 찾기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하여 계절별 대삼각형을 알아보고 각 대삼각형의 넓이를
개발 의도
구하여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절별로 밝은 별들을 이은 도형이 있음을 알고 대삼각형 주변에

STEAM
요소

S
T
E
A
M

있는 별자리들을 탐구한다. 그리고 임의로 축소한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이루는 별과 별 사이의 길이를
자로 측정하여 넓이를 구하여 본다.
창
상
STEAM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의
황
학습
찾을 수 있는 도형 적
제
준거
알기
설
시
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각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의
넓이 구하기

계절별 대표 별자리
감상하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5 분)

(상황제시)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한 도형이 있음을 알기

- 봄의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해 봄의 대곡선이 있음을 알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자료,스마트
기기, 별자리 앱

- 봄의 대곡선을 이루는 별들이 어떤 별자리의 별들인지 알기
Co

(상황제시) 계절별 대표 별자리 알기

-스마트기기,별자리앱

- 계절별 대표 별자리의 위치 알기
-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기 위한 도형

Co

정리
(10 분)

과학

CD

전개
(30 분)

-학습지, PPT

(창의적 설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각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의 넓이 구하기

-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기
-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을 이루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축소한 그림에서 길이를 자로 측정하기
-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의 넓이 구하기
ET

(감성적 체험)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감상한다.

- 계절별 대표 별자리에 얽힌 신화 알기
ET

정리
(5 분)

Tip! 마음에 드는
(감성적 체험) 계절별 대삼각형 주변의 대표 별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자리를 고르고 이유를 별자리를 고름으로서
친구들과 나누기
별자리에대한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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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10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중심과목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성취기준

영역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목표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차시

연계과목

동서양 별자리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리를 알 수 있다.

국어, 미술

성취기준

Tip!

동서양이

해와
도입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달맞이 하러 나선다.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떴을 때 늑대
보는
(10 분) 인간의 울음소리를 문학에서 표현하고, 동양에서는 오히려 달빛이 없는 그믐 무
름을
렵에 처녀 귀신이나 도깨비가 등장한다.
도록
- 서양 동화책 ‘늑대 인간’의 한 구절을 제시하기

달을 바라

9-10 / 15

연계과목
읽기, 체험

영역

서는 달을 해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휘영청 보름달이 뜨면 정한

관점이 다
알 수 있
유도한다.

- 우리나라 동화책 ‘구미호’의 한 구절을 제시하기

S 별자리에 대한 이해

ET

T 동서양 하늘 별자리 판 원리 알아보기
요소

(상황제시) 동서양에서 달과 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게 다르다. 서양에 -‘늑대인간’ ‘구

서는 해를 숭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을 불길하게 보는 경 미호’
우가 많다. 달은 라틴어로 luna. 정신병은 lunacy을 실제로 뜻한다. 반면 동양에 동화책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STEAM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감성적 체험) 동화책을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스마트

E 동서양 별자리판 만들어보기

기기,

학습지

A 동서양 별자리 모양

CD

M 동서양 별자리판 수학적 원리 알아보기

- 동양에서 해와 달을 보는 관점에 대해 알기

입하는 것이 아

- 서양에서 해와 달을 보는 관점에 대해 알기

니라 학생들이

동양과 서양은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 동양은 달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ET

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탐구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의 별자리는 부정확하여 과학적
개발 의도 실제로 천체가 회전하는 중심을 가지고 별자리를 관측했기 때문에 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농사를 짓는 것에

- 서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

더욱 유리하였다.

CD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
전개
(60 분)

Tip!

교사가 주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창의적 설계) 동서양 하늘 별자리판 알아보기

- 서양에서 이용하는 황도 12궁 별자리판 살펴보기
- 황도 12궁에 맞추어 서양의 별자리를 탐구하고 조사하기

-황도12궁,
천상열차분야지
도

- 동양에서 이용하는 3원 28수 별자리판(천상열차분야지도) 살펴보기

동·서양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동·서양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 관점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 동·서양의 각각의 하늘 별자리판인 황동 12궁과

-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통해 동양의 별자리를 탐구하고 조사하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탐구하고 조사한다. 동서양의 별자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동서양의

CD

별자리판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상
STEAM
황
학습
제
준거
시

(감성적 체험) 동서양에서 하늘의 해와 달을 보는 관점에 대한 느낌 공유하기

- 동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볼 때 달을 중심으로 본다.

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동양에도 ‘3원 28수’라는 별자리가 있다. 오히려 동양은

각각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창의적 설계) 동양과 서양의 해와 달을 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창의적 설계) 동서양 별자리판 만들어보기

- 동서양 별자리판 구성요소 알기
상황 제시

- 동서양 별자리판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창의적 설계

- 별자리판에 사용할 동양과 서양 별자리판 구상하기

창
의
동양과 서양에서 별자리를 보는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적
해와 달 이야기
방법론적 비교
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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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적
나누기
체
험

-‘이집트 신화’,
‘중국신화’

- 동서양 하늘 별자리판 만들기
- 동서양 하늘 별자리판 수정 보완하기

ET

정리
(10 분)

(감성적 체험) 동서양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동서양에서 별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해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4 -

Tip! 별 자 리
탐구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 11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초등학교 / 5, 6 학년군

중심과목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성취기준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습
과정

학교급/학년(군)

태양계와 별

영역

Co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제시) 동양과 서양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

이하게 다르다. ‘이집트 신화’로 대표되는 서양에서는 ‘절대신’으로 대표되는 태
도입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교수-학습 활동

(5 분)

11 / 15

양을 중요시 하며, ‘중국신화’로 대표되는 동양에서는 ‘농경사회’로 인해 하늘 보
다는 땅 위주의 문화가 발달 하였다.

학습목표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집트 신화’, ‘중국 신화’의 구절 소개하기
연계과목

연계과목

국어, 미술

성취기준

읽기, 체험

CD

영역

점이 다른 문화적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한다.

S 별자리에 대한 이해

STEAM
요소

(창의적 설계) ‘이집트 신화’, ‘중국신화’를 통해 동서양이 별자리를 바라보는 관

ET

(감성적 체험)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 알아보기

T 동서양 별자리 원리 알아보기

- 동서양 별자리 옛 이야기 검색하기

E 소프트웨어로 알아보는 별자리

-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해 탐색하기

A 동서양 문화 알아보기

- 동서양 문화적 차이 정리하기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서로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다. 고대에는 하늘과 땅을 통해 모든 것이 발달해
나갔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른 이유는 바로 하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에서 시작한 것은 아닐까?
개발 의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별자리 문화가 동양의 별자리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다르며 동양은 독립적인 별자리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양이 서양보다

‘중국신화’

Tip!

-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M 동서양 별자리 일주 운동

-‘이집트 신화’,

동서양 문

Co (상황제시) “한컴커뮤티케이션”이 누구나 손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서 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전개 비스 ‘위퍼블’을 공개했다. 위퍼블은 기존 전자책 프로그램처럼 PC 에 설치해서
것이 이번 주제
(30 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웹 표준을 지키는 웹 브라우저와 인터넷만 있으면
의 핵심이다.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자리를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농경문화로 인해 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도 있다.

< IT 동아 “동영상은 유튜브, 전재책은 한컴 위퍼블, 2016-07-12 >

이 차시에서는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게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

별자리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이 다른 이유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동서양 문화의
CD

차이를 알고 ‘위퍼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책을 발간해보는 경험을 가진다. 동서양의 별자리에 관해 배운

(창의적 설계) 전자책 만들기

- 동서양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전자책 구상하기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업로드한다.

- 별(자리)에 대한 사진 및 이야기 자료 편집하기

상황 제시

-프로그램,
자책,

전

태블릿

pc, 스마트 폰

- 동서양 문화차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업로드 하기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
제
준거
시

동서양
인문고전 알아보기

창
의
적
설
계

동서양 문화적 차이 알아보기

동서양
문화
이야기 나누기

감
성
적
체
험

- 전자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온라인에 탑재하기

정리
(5 분)

ET

(감성적 체험) 동서양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동서양에서 문화 차이를 통해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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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별 자 리 를
넘어서동서양문화에
관심을가질수있도록
한다.

아. 12-13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학습
과정

초등학교 / 5, 6 학년군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
중심과목
성취기준

태양계와 별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Co

(상황제시) 경남 메시에 마라톤에 참여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 사진을 보 -경남 메시에

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

도입

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5 분) 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마라톤 사진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Co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학습목표

차시

12-13 / 15

-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알기

별자리 속 원리를 이해하고 천체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

- 별자리를 관측하기 좋은 환경 알기

연계과목
연계과목

실과, 수학

성취기준

기술 활용, 도형

CD

(창의적 설계) 밤하늘 별자리 속 수학 이해하기

여 시간당 움직이는 각도를 계산해 보기

T 망원경 만들기

- 오리온자리 속의 별의 실제 크기를 지구의 크기와 비교해보며 우주의 크기를

E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구조
전개

CD

Tip!

밤하늘 속

개발 의도 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며 천체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CD

관측해보며 별자리에 대한 흥미를 증대한다.

프, 연필, 지우

- 천체 망원경 만들기

있도록 한다.

직접 만든
천체망원경에 대한
느낌 나누기

감
성
적
체
험

천체망원
만들기

- 천체 망원경으로 가까운 곳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상을 이야기하기

원경을 설계해

- 눈으로 보았을 때와 망원경을 통해 보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창의적 설계

Tip!

경을

전, 스스로 망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 보기

상황 제시

개

(감성적 체험)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느낌 나누기

ET

밤하늘 관측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천체 관측이 어려운 활동으로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느낄 수

개, 골판지, 스
티커, 색 테이

(창의적 설계) 천체 망원경 만들기

- 천체를 관측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기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밤하늘 별자리의 일주운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리를 스스로 발

-볼록 렌즈 2

- 자신의 천체 망원경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 보기

원리를 알아본다. 천체 망원경의 구성 및 사용방법을 이해하며 직접 만들고 꾸며 보는 활동을 통해

있는 수학적 원

-학습지

- 케플러식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환경을 알아보고 별의 일주운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ET

정리
(5 분)

(감성적 체험) 직접 만든 천체 망원경에 대한 느낌 나누기

별자리 관

측을 어렵지 않

- 천제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본 소감을 이야기하기

고 친숙하게 느

- 앞으로 천체망원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하기

낄 수 있도록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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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한다.

(창의적 설계) 천체 망원경 탐구하기

(70 분) - 천체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M 별자리 일주 운동 속 점대칭 및 비례 이해

천체망원경 만들기

하여 다양한 대

견할 수 있도록

어림하여 보기

A 망원경 꾸미기

창
상
STEAM
의
황 별자리 관측에 필요한
학습
적
제
것 이야기하기
준거
설
시
계

허용적인

- 별의 일주운동을 관찰하며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를 알고, 비례를 활용하 에서 찾을 수

S 별자리에 대한 이해

요소

Tip!

분위기를 형성
답이 나올 수

-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며 별의 이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영역

STEAM

(상황제시) 별자리 관측을 위해 필요한 것 이야기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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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15차시 수업 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 5, 6 학년군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습
과정

태양계와 별

영역

중심과목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성취기준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
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주제(단원)명 3. 태양계와 별
학습목표

차시

Tip!

성취기준

Co

듣기·말하기, 표현

(상황제시) 별자리 관측하는 방법 떠올려 토의하기

자연스럽게 대

- 앞 시간에 배운 별자리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 떠올려 보기

답을 유도한다.

- 의견들을 종합하여 별자리를 관측하기 좋은 장소에 대해 토의하기
S 천체망원경에 대한 이해
CD

T 천체망원경 조작하기
요소

(창의적 설계)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기

E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구조

- 천체망원경을 다룰 때 유의할 점 익히기

A 관측한 별자리 그리기

떠올리게 하여

- 밤하늘의 천체를 봤던 경험 이야기하기

영역

STEAM

밤하늘의

별을 본 경험을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별자리를 관측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그릴 수 있다.

국어, 미술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상황제시) ‘별에서 온 그대’ 영상을 보여주며 드라마 속 김수현의 천체망원
-‘별에서 온 그
도입
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는 장면을 제시한다. 드라마 속 김 대’ 천체망원경
(5 분)
관측 영상
수현처럼 천체 망원경을 갖는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다.

14-15 / 15

연계과목
연계과목

교수-학습 활동

Tip!

모둠원은

학생들의 수준
을

고려하여

3~4명으로

구

성한다..
CD

M 천체망원경의 시야각 이해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며 천체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측해 본다. 전 차시에
만든 동서양 별자리판을 활용하여 별자리를 찾고 표시해보며 동서양의 공통점을 체감하고
개발 의도 천체 관측의 법을 익히도록 한다. 별자리를 관측한 후 느낀 점을 글과 그림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천체 관측을 예술적, 문학적 측면과 연계시키고 천체 관측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킨다.

(창의적 설계)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기

-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파인더 정렬을 하고, 별을 찾는 법 알아보기

전개
(70 분) -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하기
ET

법을 익힌 후 별자리를 찾아본다. 이전 차시에 직접 만들어본 동서양 별자리판을 활용하여 동서양이

-학습지

(감성적 체험) 동서양 별자리 찾기

- 밤하늘 속에서 동양의 별자리와 서양의 별자리를 찾아 비교하기

공통적으로 사용한 별자리인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리를 찾아보고 별자리판에 표시한다. 별자리를 관측
하며 느낀 점을 그림과 글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며 천체 관측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 한다.
마지막으로 관측한 학습지를 공유하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며 정리한다.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리를 찾아 표시하기
ET

별자리판, 연필,
붉은 조명

- 앞 차시에서 만든 별자리 판을 이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가 일치하는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환경 속에서 케플러식 망원경의 특성을 이해하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는

-천체망원경,

(감성적 체험) 밤하늘을 관측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

Tip!

초등학생

의 수준을 고려
하여 미리 설치
되어 있는 망원
경으로 관측한

- 동서양의 별자리를 직접 밤하늘에서 찾아본 후 관측한 후 느낌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글로 적기
-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창

상
황
제
시

의
별자리 관측하기

적
설

창의적 설계
동서양 별자리를 찾고 관측한
별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계

감
별자리를 관측한 느낌
나누기

성
적
체

Tip!

별자리 탐

(감성적 체험) 천체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천체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 구에 대한 흥미
정리
(5 분) 기하고 천체망원경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를 갖도록 한
ET

험

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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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차시

1 / 15

STEAM연구회

STEAM연구회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북두칠성 이야기를 읽고 북극성을 찾기

용산초등학교

2 / 15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별자리를 찾기

용산초등학교

이름:

이름: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북두칠성은 어떤 모양입니까?
2) 북두칠성을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2) 모둠 토의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의 점대칭 도형을 만들어 봅시다.
1)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북극성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2)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을 점대칭 도형으로 그려봅시다.

별자리판 어플을 이용하여 하늘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을 찾아봅시다.
1) 견우성과 직녀성을 찾고 표시하고 주위의 별들 및 별자리도 찾아봅시다.

나만의 별자리를 그리고 별자리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1)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2) 옛날 사람들이 위의 별들을 견우성과 직녀성이라 붙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2) 별자리의 이름을 붙여 봅시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읽고 “우리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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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 / 15

STEAM연구회

차시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STEAM연구회

별과 별자리를 확인하고 옛사람들의 별자리 이해하기

용산초등학교

강동군 항목2리 별자리 고인돌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이름:

옛사람들의 고인돌을 확인해봅시다.

4 / 15

용산초등학교

이름:

큰곰자리를 상상하며 주어진 별들을 이어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황해도 은천군 정동리 우녕동 별자리 고인돌

1) 어떠한 것들이 보이나요
2) 옛 사람들은 고인돌에 왜 위와 같은 표시를 했을까요?

별과 별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의 고인돌 판에 별들을 찍어봅시다.
(준비물: 개인별 찰흙, 찰흙판 등)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를 극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1) 별과 별자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
2) 고인돌에 별을 표시하고 별자리를 그려봅시다.
(별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별자리판이나 별자리 어플을 활용하세요)

고인돌에 그린 별자리를 표시하고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봅시다.
고인돌에 그린 별자리

고인돌 별자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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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 / 15

STEAM연구회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카시오페이아와 북극성
용산초등학교

이름: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아서 표시해봅시다.

아래의 표를 완성해보고 나만의 성찰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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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 / 15

STEAM연구회

차시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

STEAM연구회

7-8 / 15

밤하늘 별자리 파헤치기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
용산초등학교

이름:

다음은 각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을 축소하여 나타낸 도형들입니다.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용산초등학교

이름:

동양과 서양에서 달과 해를 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1) 동양

2) 서양

봄의 대삼각형

여름의 대삼각형

넓이

넓이
동서양 별자리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동양 별자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가을의 사각형

겨울의 대삼각형

넓이

2) 서양 별자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넓이

왜 이렇게 계절별 대표 별자리 도형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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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STEAM연구회

9 / 15

차시

밤하늘 별자리 파헤치기

10-11 / 15

STEAM연구회

밤하늘 별자리 파헤치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별자리를 찾기

용산초등학교

이름:

동서양 하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용산초등학교

이름:

망원경을 비교해 봅시다.

봅시다.
구분

1) 서양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

발명가
(발명시기)

■‘이집트 신화를 통해 서양 별자리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나요?

렌즈의 구성
장점

■내가 조사한 서양 문화 이야기:

단점
용도

케플러식 망원경의 명칭을 알아봅시다.

2) 동양

■‘중국 신화’를 통해 서양 별자리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나요?
■내가 조사한 서양 문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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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식 망원경

차시

5. 교사자료

12 / 15

차시
STEAM연구회

하늘의 별자리 만나기

1 / 15

ü 북극성
현재의 북극성은 작은곰자리의 알파별로, 천구 북극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방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지구 자전축이 세차운동하여 약 2만6천 년 주기의 원[2]을 그리기 때문에 천구 북극의 위치도 그

용산초등학교

이름:

에 따라 바뀌게 된다. 현재도 천구의 북극은 실시간으로 폴라리스랑 가까워지고 있으며, 21세기 후
반~22세기 초반에 절정을 찍을 것이다.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바라본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느낀점을 적어봅시다.

북극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북극성은 고
정되어 있는 특정한 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현재의 북극성은 2.0등급의 별이다. 거기다 1
개가 아닌, 3개의 별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 지구에서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과거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북극성은 기원전 2천 년 전 피라미드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용자리의
알파별 투반(Thuban)이었다. 기원전 1500년이 되면서 작은곰자리 베타별 코카브(2등성)가 북극성이
되었다.
5세기 이후 지금까지 북극성인 폴라리스는 2100년경 적위 +89°32~33'까지 진출하여 자전축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예정이며, 이 시기에는 북극성이 진짜로 북극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3] 그리고 이 시기
를 지나면 점점 멀어지며 서기 3000년경에는 세페우스자리 감마별(일명 "알라이")이 북극성이 될 것이
다.
동양 천문학에서 북극성은 처음에는 북방의 가장 높은 하늘에 위치하는 가장 존귀한 별인 태을성으
로 보았으나,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북극성의 위치가 점차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알려지면서 태을성은 결국 관념적인 별로 남게 되었다. 동양 천문도에서는 이 북극성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한국식과 중국식이 나뉘는데, 중국에서는 5개의 별로 나타냈으나(북극 5성)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 천문도부터 3개의 별(북극 3성)으로 나타낸다. 또한 중국과 달리 북극
성과 북두칠성 이외에 W자 형태의 카시오페아 자리(선후5성)이 같이 나타난다.
ü 북두칠성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에 떠있는 성군
(星群, asterism)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국자 머리
부터

천추(天樞)·천선(天璇)·천기(天璣)·천권(天權)·옥

형(玉衡)·개양(開陽)·요광(搖光)이라고 부른다. 머리에
해당되는 앞의 4개를 묶어 괴(魁), 손잡이 부분에 해
당하는 뒤의 3개를 묶어 표(杓)라고 하고, 다 합쳐
두(斗)라 한다. 영어로는 국자 머리부터 순서대로 두
베(Dubhe), 메라크(Merak), 페크다(Phecda), 메그레
즈(Megrez), 알리오츠(Alioth), 미자르(Mizar), 국자
손잡이 끝부분인 알카이드(Alkaid)로 불렀다.
가장 찾기 쉽고 유명한 별자리로, 밝은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북두칠성은 서양 별자리인 큰곰자리에 점령되었음에도 동양적 명칭 때문에 북두칠성으로 알려져 있는
별자리이기도 하다. 별자리 보기 즉, 천문 관측에 취미를 들이기 위해 처음 도전하는 3대 별자리 중 하
나이다. 이것만 찾으면 북쪽을 찾을 수 있기에 나침반 없을 때 매우 유용하다.
동양에서는 국자를 이루는 별 4개를 관으로 보고 손잡이를 이루는 세 별을 관을 끌고가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다고 한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별 4개를 관으로 보고 뒤의 세 별을 관을 따라가는 행렬
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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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칠성신이 밝은 표정을 짓는 일곱 신령들이나 부처의 모습을 한 것과는 다
르게, 중국 점성술에서는 북두칠성을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는 별'로 보았다. 중국 도교의 북두칠성신
은 혼자서 검은 얼굴에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북두칠성과 관계있는 다른 신인 현천상제도 무서운 표
정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북두칠성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어떤 목수가 의뢰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집을 비뚤게
지어버렸다. 화가 난 아들이 항의했지만 목수는 오히려 비뚤어진 집에서 비뚤어진 채로 살라고 당당하
게 나왔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비뚤어질 테다 망치를 들고 목수를 쫓아갔고,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사고를 칠까 두려워 아들을 말리려 쫓아갔다. 그 모습이 하늘로 올라간 게 북두칠성. 국자 모양이 비뚤
어진 집이고 손잡이 부분이 차례로 목수, 아들, 아버지. 그리고 손잡이에서 두 번째 별(아들) 옆에 있는
작은 별이 망치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황소다리 한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제사에 황소다리를 바치는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전설에서는 말 그대로 국자로 보았다. 초여름 가을에 가뭄이 들어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떤
아이가 신령님께 엄마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때 아이가 들고 있는 국자가 은국자로 변하
고 물이 가득 찼다. 아이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고 엄마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자 엄마는 아
이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 들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도중 은국자가 금국자로 변하면서 안에 다이
아몬드가 생기고 물이 더 많이 흘러나왔다. 둘은 신께 감사하며 물을 마신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
을 나눠주었다. 이때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국자 속에서 반짝이던 다이아몬드가 하늘로 승천해 아
이가 가지고 있던 국자와 비슷한 모양의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태국에서는 북두칠성에 관해 매우 슬픈 설화가 전해진다. 어느 가난한 노부부가 키우던 암탉이 병아
리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마을 축제가 다가오자 이 암탉 외에는 딱히 제물로 바칠 것이 없던 노부부
는 어쩔 수 없이 애지중지하던 암탉을 잡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알게 된 암탉은 희생을 결심한다. 그리
고 암탉이 끝내 끓는 물에 담겨지자 병아리들도 어미를 따라 끓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가여이

차시

2 / 15

ü 견우와 직녀 이야기
직녀는 하느님[天帝]의 손녀로 길쌈을 잘하고 부지런했다. 하느님이 매우 사랑하여 은하수 건너편의
하고(河鼓)라는 목동(견우)과 혼인하게 했다. 그러나 직녀와 견우는 신혼의 즐거움에 빠져 매우 게을러
졌고, 하느님은 크게 노하여 둘을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다시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리고 한 해에 한
번 칠월칠석에만 같이 지내도록 했다. 은하수 때문
에 칠월칠석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자, 보다 못한 지
상의 까막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다리
를 놓아 주었다. 그 다리를 ‘까막까치가 놓은 다리’,
즉 ‘오작교(烏鵲橋)’라 하며, 칠석이 지나면 까막까치
가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져 돌아온다고
한다. 또한 이 날 오는 비는 ‘칠석우(七夕雨)’라 하여
그들이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며, 그 이
튿날 아침에 오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한다.
<덕흥리 벽화문 앞방 남쪽천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ü 견우성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염소자리 β별인 다비흐(Dabih)를 부르는 또다른 이름이다. 견우와 직녀
의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서,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Altair)가 견우성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다비흐가 본래의 견우성이다.
ü 직녀성
여름밤부터 가을밤에 걸쳐 은하수 서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이다. 대략적 위치는 적경 18 h 45 m,
적위 36°이다. 이 계절의 별 중 가장 밝은 베가를 비롯하여 광도 3∼4등성의 몇 개의 별들이 삼각형과
마름모를 결부시킨 형태를 이루고 있어, 눈에 잘 띈다. 거문고자리 알파(α)인 베가는 청백색의 1등성으
로, 동양에서는 직녀성이라 부른다.

여긴 신이 그들을 북두칠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ü 북두칠성으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
북극성을 찾을 때는 조금 어두워서 맨눈으로는 찾기 어렵
지만 북두칠성을 찾을 수 있다면 관측이 어렵지 않다. 북두
칠성이 지평선 근처로 내려와서 잘 안 보이는 가을에는 카
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한다. 참고로 북극성 기준으로 북두칠
성 쪽은 서쪽, 카시오페아자리 쪽은 동쪽이다.
북두칠성 국자의 머리 부분의 두 별인 메라크와 두베를

ü 중국의 견우 직녀 이야기
기원전 5세기 경에 성립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 〈소아편〉(小雅) 〈소민지십〉(小旻
之什)에 ‘대동’(大東)이라는 시에서 베짜는 직녀와 수레 끄는 견우, 그리고 은하수를 노래하고 있다. 동
진(東晉)의 갈홍(葛洪, 283 ~ 343)이 쓴 서경잡기(西京雜記)에도 직녀에게 바느질을 비는 장면이 나온
다. 문헌상 짜임새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정착된 것은 한나라(漢代) 무렵으로 한대의 괴담을 기록한 책
인 〈재해기(齋諧記)〉에 견우직녀의 이야기가 적혀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경극으로 《텐허파
이》(天河配)가 있다. 내용은 목부인 견우가 물놀이 중이던 선녀인 직녀의 옷을 훔쳐 부부가 되지만, 직
녀는 천계로 달아나고 만다. 견우는 직녀를 쫓아 천계까지 가지만, 직녀의 어머니인 서왕모에 의해 은
하수를 건너지 못하고 만다는 것으로, 날개옷 설화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어서 국자의 윗방향으로 5배 정도 연장하면 북극성을 찾
을 수 있다.
자료출처

두산백과
나무위키

ü 칠석날 세시풍속
칠석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설화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한다.
칠석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풍속이 행해졌다. 이 시기에는 호박, 오이, 참외가 많이 나올 때이므로
민간에서는 호박부침을 만들어 칠성님께 비는 풍습이 있다. 또 칠석음식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먹고 칠
석놀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타나바타 혹은 호시
아이라고 부른다. 양력 7월 7일은 장마 기간이라서인지 한달 늦게 8월 7일 혹은 음력 7월 7일에 지내
는 관습은 남아있다. 중국은 연인의 날이라 하여 데이트를 즐기며 일본은 대나무에 소원을 적은 탄자
쿠(글을 쓰기 위해 길게 자른 종이)를 걸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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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두산백과
지구과학사전, 2009. 8. 30., (사)한국지구과학회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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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 / 15

ü 별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별이라 하며, 항성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행성·위

차시

4 / 15

ü 밤하늘의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 큰곰자리

성·혜성 등과 구별한다. 항성은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

큰곰자리는 북두칠성을 포함하는 별자리로 알려져

며 우리는 편의상 별자리를 만들어 그 위치를 나타내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있다. 봄의 초저녁에는 북두칠성이 북쪽 하늘 높이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위치에 변화가 나타나고, 별자리의 형태도 달라진다. 우리 은하계는 약

걸려, 큰곰자리 전체를 가장 보기 쉬운 계절이다.

1000억 개의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월 중순의 오후 8시 무렵, 북쪽을 향해 서서 천정
가까이까지 시선을 올려보자. 진북에서 약간 동쪽으

ü 별자리
별자리란 약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지방의 유목민들에 의해 유래되었는데, 양 떼를 밤에 몰면서 밤

로 기울어져 지평선에서 약 45° 높이가 되는 곳에 7

하늘에 떠있는 가까운 별들을 특정한 사람이나 동물 모습으로 상상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생겨나

있다. 이것이 북두칠성이다. ‘두(斗)’란 물을 뜨는 도

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 지방에도 전파되어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의 이름이 별자리로 만들어지기도

구인 국자를 뜻한다 봄철 초저녁의 북두칠성은 국자

하였다. 세계 각 나라마다 제 각각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던 별자리는 1922년 국제 천문 연맹(IAU)에서

를 거꾸로 해서 거의 오른쪽 아래로 처진 것처럼 보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하늘 전체를 88개의 구역으로 나눠 황도를 따라 12개의 별자리, 북반구에 28개,

인다.

개의 별이 자루가 붙어 있는 커다란 사각형을 만들고

남반구에 48개의 별자리를 지정하여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북두칠성의 별 7개는 국자의 주둥이 끝에서부터 알

이러한 별자리는 나침반이나 시계가 없는 옛날 사람들에게 귀중한 역할을 하였는데, 항상 일정 부분

파(α), 베타(β), 감마(γ), 델타(δ), 엡실론(ε), 제타(ζ), 에타(η) 등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순으로 이름이 붙

에 떠 있는 별자리를 보고 위치를 파악하거나 별자리들의 일주 운동을 통하여 밤 중의 시간을 가늠하

여져 있다. 한가운데의 델타별은 약간 어두운 3등성이며, 다른 별은 모두 2등성이다. 가장 밝은 알파별

였다. 특히 별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나 바다의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자리는 생계와 직결된

만은 옅은 오렌지색을 띠고 있는 데 비해 다른 별들은 백색 빛을 내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달라지며 하루 중에

자루의 끝에서 둘째인 제타별 미자르를 주의해 보면, 작은 별을 동반하고 있다. 두 별의 거리는 약

도 똑같은 별자리를 다른 하늘에서 보게 된다. 별의 연주 운동은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가능하며 별의

12′(1′은 1°의 60분의 1)이며, 작은 별의 밝기는 4등으로 알코르라고 부른다. 두 별의 광도 차는 적어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 가능하다.

서, 하늘이 맑으면 맨눈으로도 두 별을 구분할 수 있다.

ü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 천문도는 1247년 중국에서 제작된 ‘순우천문도(順祐天文圖)라고 이

다. 곰의 모습은 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북두칠성에서 차례로 더듬어 가는 편이 좋다. 3개의 발 끝에 각

북두칠성은 큰곰의 등과 꼬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두운 별이 곰의 몸을 만들고 있

야기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오래된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흔적이 전해지고 있다.
충북 청원군 아득이 돌판에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용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 케페우스, 카시오
페아자리 등이 발견되고 있고, 경북 영일 칠포리 농발재 고인돌에는 북두칠성 별자리가 뚜렷이 새겨져
있다. 또 인근의 경북 영일 신흥리 오줌바위에는 W자, Y자형 별자리 그림이 나타난다. 이는 한반도의
고대인들이 북극성 근방에 보이는 북두칠성 등의 별자리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다.또한 중국 천문학이 들어오던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천문 체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경북 영일군 신흥리 야산의 자연암반을 살펴보면 별자리 그림과 함께 수많은 윷판도가 새겨져
있다. 윷판 그림은 최소한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의 문화로 추정된다. 이 윷판은 별들이 하늘을 한바
퀴 도는 천문의 운행 원리를 윷판 도형에 담고 있다.

각 3~4등의 별이 2개씩 늘어서 있는 모습이 아주 흥미롭다.
북두칠성에는 재미있는 이중성(Double star)이 있다. 국자 손잡이의 끝에서 두 번째 별인 미자르
(Mizar)라는 별과 옆에 있는 알코르(Alcor)라는 별인데, 어떤 사람에겐 이 별이 두 개로 보이고 또 어
떤 사람에겐 하나로 보인다. 왜 그럴까? 4등성의 알코르가 2등성의 미자르 옆에 있기 때문에 알코르를
보기 위해서는 시력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아라비아에서는 이 이중성을
이용해 시력 검사를 했다고 한다. 두 별이 하나로 보이면 군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혹시 자신이 시
력이 나쁘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이곳에 카메라를 15초 동안 노출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두 별이 나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별이 하나처럼 보이는 경우 이중성(쌍성 또는 연성), 세 개 이상의 별이 붙어 있으면
다중성이라고 한다. 미자르와 알코르는 우연히 우리의 시선 방향에 나란히 있어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이중성(광학적 이중성, optical double star)이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두 별이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이중성(physical double star)이라고 한다.
* 작은곰자리
작은곰자리는 북쪽을 알려주는 북극성이 속한 별자리다. 작은곰자리도 북두칠성처럼 국자 모양인데,
국자 손잡이의 끝에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어두운 밤하늘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으며, 지금도 망원경의 극축을 맞출 때 북극
성을 이용한다.

두산백과
자료출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천문 우리하늘 우리별자리), 2003.,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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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곰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극성을 찾아야 한다. 큰곰자리 알파(α)별과 베타(β)별을 이어서
5배만큼 가면 북그성을 만나게 된다. 북두칠성이 고도가 낮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하여 찾으면 된다. 북극성을 찾은 후에는 이 별을 꼬리로 하여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과 반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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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행한 국자 모양을 그리면 된다. 작은곰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북두칠성처럼 밝지 않으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찾아야 한다. 주변 별들도 밝기가 비슷
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떤 별이 작은곰자리를 이루는
지 헤맬 수도 있다.
☆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에 얽힌 신화 – 칼리스토
와 아르카스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주신 제우스는 어쩌다가 아르카디아
의 처녀 칼리스토를 보고 매혹되었다. 그녀는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님프(요정)였다. 제
우스는 부인 헤라의 질투를 두려워해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칼리스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뜻을 이루
고는 하늘 높이 달아나 버렸다. 순결을 빼앗긴 칼리스토는 여신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9개월이 지난 뒤, 아르테미스 일행은 사냥을 마치고 시원한 개천 곁에서 휴식을 취했다. 여신은 님프
들을 재촉해 목욕을 시작했다. 칼리스토는 알몸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동료 님프들이 목욕을
강요했다. 칼리스토의 몸이 변한 것을 알아차린 여신은 화를 내고 그녀를 추방했다.
칼리스토는 숲 속을 돌아다니다가 몰래 제우스의 아이를 낳았다. 이것을 알게 된 제우스의 부인 헤
라는 아름다운 칼리스토를 곰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리하여 사냥의 명수였던 그녀는 오히려 사
냥꾼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했다. 15세가 된 어느
날, 아르카스는 계곡 사이에서 커다란 곰을 발견했다. 칼리스토였다. 그녀는 곰이라는 사실을 잊고 아
들을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그 곰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르카스가 알 턱이 없었다. 곰의 시선
을 두려워한 아르카스는 손에 쥔 창을 곰의 가슴에 겨누고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본 제우스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아르카스의 창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를 곰의
모습으로 바꾸었으며, 돌풍을 일으켜 어미 곰과 아들 곰을 하늘로 끌어올렸다. 이리하여 어미 곰은 큰
곰자리, 새끼 곰은 작은곰자리가 되었다. 그래도 헤라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해신 오케아노
스에게 부탁해, 그들이 물 속에 들어와 쉬지 못하게끔 하라고 했다. 그래서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는
하늘의 북극 주위를 계속 돌며 수평선으로 지지 않는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별자리와 우주 이야기, 이충환·신광복 글, 손종근·서석근 그림,
가나출판사
자료출처

별자리 이야기, 이형철 외, 살림출판사
Newton HIGHLIGHT 신화와 과학으로 보는 별자리와 우주, 와타나베 준이치·하라 메구미
외, 뉴턴코리아

차시
ü 밤하늘에 보이는 카시오페이아

여름이 지나 가을바람을 느끼게 되면 밤의 별
경치도 크게 변한다. 여름의 눈부시게 현란한 별들은
서쪽 하늘로 기울고, 밝은 별이 적은 가을의
밤하늘이 펼쳐진다. 그런 가운데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W자 모양을 한 별의 배열이 눈에
들어온다. 카시오페이아자리이다.
카시오페이아자리는 유명한 이름에 비하면 그렇게
밝지는 않다. 5개의 별 가운데 2개가 2등성이고, 나
머지 3개는 3등성이다.
도시에서는 3등성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곧바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밝은 별이
적은 가을의 밤하늘에서는 그 특징적인 배열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인공 조명이 없는 이상적인 밤하늘의
혜택을 받으려면, W자 모양으로 배열된 5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을의 은하수 안에 떠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W자 모양을 산에 빗대어 ‘산 모양 별’이라고도 부르며, 어부들 사이에서는 배를 매어
두는 닻 형태에 빗대어 ‘닻별’이라 부르기도 했다. 여름밤에는 카시오페이아자리가 새벽이 되기 전에
높이 솟아 올라온다. 어부들은 ‘닻별이 높아졌으므로, 새벽이 가깝다.’라고 말했던 듯하다. 북극성 주위
를 도는 별들을 시계 대신 사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북쪽 밤하늘에는 북극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별이 있는데, 이를
‘주극성(週極星)’이라고 한다. 카시오페이아자리는 그 대표적인 별자리이다. 물론 관찰하는 장소의 위도
에 따라 주극성은 달라진다.
ü 카시오페이아로 북극성 찾는 방법
카시오페이아자리는 북극성을 찾는 이정표로도 이용된다. 북극성을 찾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북두칠성이 북쪽 지평선 가까이에 있어서 보기 힘든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이
다. 실제로 북극성을 찾으려면, 우선 W자 모양에서 바깥쪽에 있는 2개의 별을 각각 이
어서 연장해 교점을 만든다. 그 교점과 W형의 중심별을 잇고, 그것을 약 5배 정도 늘이
면 북극성에 닿는다.
카시오페이아자리 자체는 9월이 되면 밤 9시경에는 북동쪽에서 북북동쪽 방향에서 올
라오며 깊은 밤에는 높이 올라오므로, 거기에서부터 북극성을 더듬어 볼 수 있다.
ü 카시오페이아에 얽힌 신화
카시오페이아자리는 예로부터 전해져 온 별자리의 하나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의 왕비인 카시오페이아에서 유래한다.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이 바다의 요정보다 예쁘다고 뽐내어서 요정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요정들은 바다
의 신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를 혼내 주기를 요청했고, 포세이돈은 홍수를 일으키는 한편 괴물 고
래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파괴했다.
결국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가 죽은 후에 그녀
를 별자리가 되게 했다. 카시오페이아자리는 그녀가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린 모습인데, 그녀의
허영심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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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별자리와 우주 이야기, 이충환·신광복 글, 손종근·서석근 그림,
가나출판사
Newton HIGHLIGHT 65,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배운다; 사계절의 별자리 관찰, 와타나
베 준이치, 아이뉴턴

- 38 -

차시

6 / 15

ü 봄의 대곡선

ü 봄의 대표 별자리
* 목자자리
메소포타미아의 목동들은 별을 ‘양’으로 생각하기도 했

본격적인 봄이 되면, 밤에는 현란한 겨울의 별

는데, 아르크투루스를 별의 리더로 보아 ‘양치기’라고 불

들이 서쪽 하늘로 기우는 대신 매우 컬러풀한 별

렀다. 이것이 목자자리의 기원이다. 아르크투루스로부터

들의 장대한 아치가 동쪽 하늘에서 나타난다. ‘봄

북두칠성 방향으로 몇 개의 별을 이어 가면, 폭이 넓은

의 대곡선’이라 불리는, 밤하늘 계절의 랜드마크이

넥타이를 거꾸로 한 것 같은 형태의 2등에서 4등의 별들

다.

이 늘어서 있다. 이것이 양치기의 몸에 해당한다. 아르크

이 곡선의 시작은 북두칠성이다. 북동쪽 하늘에

투루스는 그 넥타이를 맨 목이 되는데, 양치기의 몸으로

높이 오른 북두칠성 자루 부분의 별 4개에 주목한

는 하체가 된다.

다. 이 자루가 만드는 곡선을 그대로 동쪽으로 연

목자자리나 아르크투루스는 그리스 시대에는 호메로스

장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주황색 별이 빛나고

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등 여러 작품에 등장했다. 그리스

있다. 목자자리의 1등성 ‘아르크투루스’이다.
다시 아르크투루스를 넘어, 그 곡선을 남동쪽까
지 늘여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희게 빛나는 밝은
별에 도달한다. 처녀자리의 1등성 ‘스피카’이다. 스피카의 색은 웨딩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순백색으로,
처녀자리에 걸맞은 광채라 할 수 있다.
북두칠성으로부터 아르크투루스, 그리고 스피카에 이르는 색 대비는 매우 훌륭하다. 주황색의 아르크
투루스와 순백색 별 스피카. 이 두 별을 바다가 준 선물에 빗대어 ‘산호성과 진주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봄의 지상에서는 다양한 색의 꽃이 피지만, 봄밤의 해변에서 빛나는 이들 컬러풀한 두 별도 감상
해보자.
이처럼 별의 색이 다른 것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태양 같은 별은 노란색을 띤 하얀
색이지만 고온이 되면 청백색, 반대로 저온이 되면 주황색, 나아가서는 붉은색이 된다. 니크롬선이 보

신화에서는, 목자자리를 큰곰자리의 곰으로 변신한 칼리
스토의 아들 아르카스, 또는 하늘을 짊어진 거인 아틀라스라고도 했다.
아르크투루스는 ‘곰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 어이다. 언제나 북두칠성(큰곰자리)을 따라다
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동쪽 하늘에 아르크투루스
가 보이기 시작하면 건조한 계절이 시작된다. … 질병은 이 시기에 특히 치명적이기 쉽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요즘과 같은 달력이 없던 옛날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게해 주는 중요한 별이었다.
아르크투르스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은데도 밝기는 태양의 약 100배나 된다. 그 이유는 아르크
투루스의 지름이 태양의 27배나 되어, 태양의 700배 이상 되는 표면에서 빛을 내기 때문이다.
* 처녀자리
- 밤하늘의 처녀자리

이는 전열기 등을 생각해 보면 된다. 스위치를 넣어 점차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둔탁한 붉은색에서 주

황도(黃道) 위에 있는 처녀자리는 예로부터 알려져 있었

황색으로, 온도가 더욱 높아지면(보통은 거기까지 고온이 되지 않지만) 아주 희게 빛난다. 별 표면의

다. 봄의 초저녁에는 남동쪽 지평선에서 조금 올라온 곳에

색도 이것과 같다. 아르크투루스의 온도는 4000℃ 정도, 스피카는 약 2만 ℃이다.

보인다. 주성인 1등성 이외에는 밝은 별이 없다. 주성에는

그런데 봄의 대곡선의 남쪽 긑인 스피카는 황도에 가깝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행성이 이 곡선을 어

라틴 어로 ‘이삭’을 의미하는 ‘스피카’라는 이름이 붙어 있

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으며, 깨끗한 빛이 인상적이다. 이 스피카를 먼저 찾아보

이 부근에서는 밝게 빛나는 행성이 자주 보이므로, 아르크투루스에서 스피카에 이르는 ‘봄의 대곡선’

자.

을 잘못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북두칠성이 높이 떠 있다. 그

한편 스피카를 포함하고 있는 처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자루의 커브를 활 모양으로 뻗어 나가면 조금 떨어진 동쪽

(Astraea)’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스트라이아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와 타이탄족의 여신 테

방향에 거의 오렌지색에 가까운 밝은 별이 빛난다. 목자자

미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있는 보리 이삭에 위치한 하얀색 1등성이 스피카이다.
스피카는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의 라틴 어인데, 이 별이 나타나면 씨앗을 뿌릴 시기가 가까워진 것이
므로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처녀자리의 별들은 스피카 이외에는 모두 3등성 이하이므로 밤하
늘에서 처녀자리 전부를 보기는 어렵다.

리의 1등성 아르크투루스이다. 이 커브를 더욱 연장해나가
면, 이번에는 하얀색의 1등성에 이른다. 이것이 스피카이며, 북두칠성에서 스피카까지 뻗은 약 60°의
커브를 ‘봄의 대곡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아르크투루스와 스피카 사이를 밑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 보자. 꼭짓점에는 사자

ü 봄의 대삼각형
봄의 대곡선 이외에 ‘봄의 대삼각형’이라 불리는 랜드마크도 있다. 봄의 대곡선의 일부인 아르크투루

자리의 2등성 데네볼라가 있다. 이 삼각형이 ‘봄의 대삼각형’이다. 처녀자리의 베타별은 데네볼라의 오
른쪽 아래 비스듬히 12° 정도인 곳에 있다. 밝기는 4등이므로 도시의 거리에서는 찾기 어려울지도 모

스와 스피카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것을 밑변으로 하여 서쪽으로 뻗은 이등변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른다. 이 베타별에서 왼쪽 아래로 늘어선 별이 처녀자리이며, 봄의 대삼각형 속을 가로지르고 있다. 베

그러면 그 꼭짓점 일대에 사자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 데네볼라가 발견된다. 데네볼라와 아르크투

타별에서 스피카 방향으로 천천히 더듬어 가면 3개 정도의 별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있는 감마별은

루스, 스피카를 잇는 삼각형이 봄의 대삼각형이다. 데네볼라는 2등성이므로 힘이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

베타별보다 밝은 3등성이다. 이들 별이 늘어선 모양은 알파벳 y의 오른쪽 기울기의 선과 비슷하다. 왼

만, 주위에 그다지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이 삼각형도 랜드마크가 된다.

쪽의 짧은 선은 감마 별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으며, 2개의 4등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y가 처녀자리의 중심이다. y의 오른쪽 선은 여신 데메테르의 왼손에 해당하며, 밀 이삭(스피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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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y의 짧은 선은 여신의 가슴에서 오른손에 걸쳐 있다. 베타별의 왼쪽에 있는 별이 여신의 얼

지나가자 1999년과 2001년 시간당 최대 3,000개의 유성이 관측되었다.

굴에 해당하지만, 그 모양을 더듬기는 어렵다. y의 왼쪽에 이어지는 별의 줄이 여신의 하반신을 만들어

- 사자자리에 얽힌 신화

내고 있다.

(별자리이야기) 헤라클레스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는 달에서 날아온 별똥별에서 태어났다. 이 사

- 처녀자리에 얽힌 신화

자는 그리스의 네메아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보통 사자보다 몸집도 훨씬 크고 성질도 포악한 무서운

처녀자리는 정말로 봄의 별자리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 데메테르가 왼손에 밀의 이삭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데메테르는 곡물, 채소,

존재였다. 사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가축은 물론 사람도 잡아먹었기에 네메아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과일, 꽃 등 대지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여신에게

당시 헤라클레스는 계모인 여신 헤라의 미움을 받았고, 헤라의 술수로 12가지의 불가능한 일을 해야

는 제우스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딸 페르세포네가 있으며, 두 사람은 지중해의 시칠리아 섬

했다. 그 중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사자를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용맹한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와

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격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이를 본 제우스는 아들의 영웅적 모습을 기리기 위해 사자를 다시 하늘로 올

어느 날 페르세포네는 친구들과 꽃을 따고 있다가 수선화에 눈을 빼앗겼다. 그 수선화는 뿌리 하나

려 별자리로 만들었다.

에서 나와 100송이나 되는 꽃을 피운 화려한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수선화를 따려고 했
다. 그러자 갑자기 대지가 갈라지면서 지하에서 검은 마차가 나타났다. 마차에는 명부(冥府)와 왕 하데

ü 여름의 대삼각형
7월에 견우성과 직녀성을 보기 어려운 이유 중

스가 타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는 페르세포네를 붙잠아 지하로 끌고 갔다.
페르세포네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신들은 도와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데스는 이전부터 페르세포네

하나는 밤하늘에서 어느 것이 그 별인지 확신하지

를 아내로 삼기를 바랐지만, 어머니인 데메테르가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견우성과 직녀성 부근에서

이다.

다른 1등성인 백조자리의 ‘데네브’가 함께 빛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한 데메테르는 딸의 행방을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페르세포네의 소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따. 9일 동안 여신은 지상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허리띠를 찾

그런 경우에는 동쪽 하늘에서 먼저 올라오는 가

아 내고, 하데스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을 감춘 시칠리아 사람들과 신들을 원망한 데메테르는

장 밝은 별이 직녀성, 즉 거문고자리의 ‘베가’라고

대지에 뿌려진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해 버렸다.

기억해 두자. 직녀성은 거의 천정까지 올라온다. 그
직녀성을 쫓듯이 약간 처져서 올라오는 것이 데네

사람들이 굶주리고 신들에게 제물도 바치지 못하리라고 염려한 제우스신은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브이다. 이 별은 직녀성에 비해 약간 어둡다.

반년 동안 돌려보내라고 하데스에게 명령했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올라오자 식물은 일제히 싹을
틔웠다. 나머지 반년동안 그녀는 지하에서 생활한다. 그 동안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지상은 겨울이 된
다. 사계절의 변화는 이때부터 생겼다고 전해진다.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방랑하는 도중에, 아테네의 북서쪽에 있는 엘레우시스의 영주에게 도움을 받
았다. 그래서 그녀는 영주의 아들 트립톨레모스에게 밀의 이삭을 주어 여러 나라에 퍼지게 했다고 한
다. 에레우시스에는 데메테르의 장려한 신전 터가 남아 있다.
* 사자자리
- 밤하늘의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봄철 별자리 중에서 가장 찾기 쉽다. 사자

그리고 이 두 별에 비해 좀 더 남쪽 기슭에서 올라오는 것이 견우성, 즉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이
다. 이 3개의 별을 연결하는 큰 삼각형을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한다. 가늘고 긴 삼각형으로, 여름
밤하늘의 꽃이라 할 만하다.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면, 은하수가 정확히 이 삼각형의 정중앙을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네브
가 은하수 정중앙에서, 직녀성이 은하수 서쪽 기슭에서, 견우성이 동쪽 기슭에서 빛난다.
ü 여름의 대표 별자리
* 거문고자리
- 밤하늘의 거문고자리

의 갈기 부위의 낫 모양만 기억한다면 관측 경험이 없는

(뉴턴)거문고자리의 주성 베가는 칠석의 직녀성으로 알려

사람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우선 1등성인 레굴루스를 찾

져 있다. 베가는 여름철 초저녁 머리 위에서 유달리 밝게

은 후 근처의 밝은 별을 따라가며 낫 모양을 찾는다. 낫

빛나므로 곧 발견된다. 7월 중순 오후 8시 무렵에는 동쪽

모양이 바로 사자의 머리가 된다. 낫 모양의 끝에 있는

하늘의 고도 60°정도인 곳에 있다.

레굴루스와 꼬리에 있는 데네볼라를 기준으로 훑어보면
사자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보고 있는 별이 베가인지 아닌지를 밝은 별의 위
치로 확인해 보자. 베가에서 오른쪽 아래로 약 35°인 곳에

‘꼬리’를 뜻하는 데네볼라와 ‘어린 왕’을 뜻하는 레굴투

는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1등성이 빛난다. 칠석의 견우성,

스, 그리고 앞에서 찾은 낫 모양을 이어보면 엎드려 자고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이다. 베가의 왼쪽 아래 약 20°인
곳에는 하얀색의 1등성, 백조자리의 데네브가 보인다. 이들

있는 사자를 보게 된다.
사자자리는 매년 유성우가 내리는 별자리로 유명하다. 매년 11월 중순이면 데네볼라 근처의 복사점
(radiation spot)에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 사자자리 유성우는 33년 주기로 모혜성 템펠-터틀 혜성
이 지나갈 때마다 매우 많은 유성이 떨어져 역사상으로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1998년 이 혜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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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별이 만다는 삼각형을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한
다. 대삼각형의 사이를 뚫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평선과 거의 병행해 은하수가 흐르고 있다.
거문고자리는 비교적 크다. 팔을 쭉 뻗어 들고 있는 명함에 가려질 정도이다. 베가에서 알타이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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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약 10°인 곳에는 2개의 3등성이 보인다. 위쪽이 베타별, 아래쪽이 감마별이며, 이들 2개의 별과
베가를 이으면 뒤집은 L자 모양이 된다. 거문고자리의 이름은 이 L을 고대의 하프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별자리 그림에는 U자 모양의 리라(lyra)가 그려져 있다.
베가의 이름은 아라비아 어의 ‘내려 앉는 독수리’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베가와 그 주위에 있는 4등
성 2개가 작은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모양에서 붙여졌다.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는 아라비아 어의 ‘날
아오르는 독수리’를 뜻한다. 알타이르와 양쪽에 늘어선 2개의 3~4등성의 모양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이

등성 베가가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다. 이들 3개의 1등성이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룬다.
데네브는 아라비아 어로 ‘꼬리’라는 뜻이며, 백조의 꼬리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데네브에서 베가와
알타이르를 잇는 선의 중간으로 눈길을 옮기면 2등성이 보인다. 이것이 감마별 사드르(Sadr)이며, 아라
비아 어로 ‘가슴’이라는 뜻이다. 데네브와 사드르의 좌우로 이어지는 별들이 커다랗게 펼쳐지는 날개를
이룬다.
3등성인 베타별은 데네브와 감마별을 잇는 선을 연장한 끝에 있다. 그 이름은 알비레오(Albireo)라고

다.

하며, 백조의 ‘부리’에 위치하고 있다. 알비레오는 망원경으로 보면, 오렌지색의 3등성 옆에 푸른색 5

- 거문고자리에 얽힌 신화

등성이 달라붙은 아름다운 이중성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별을 더듬어 가면 기다란 목을 은하수로 내밀

거문고자리의 악기는 음악의 명수 오르페우스가 들고 다닌 하프였다.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을 아
버지로, 노래의 여산 칼리오페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제일의 음악 천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하프를 뜯으면서 노래를 부르면 인간은 물론 들과 산의 동물들도 귀를 기
울였으며, 바위조차도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고, 날개를 퍼덕거리는 백조의 모습이 절로 상상될 것이다.
- 백조자리에 얽힌 신화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는 언제나 하늘 위에서 땅 위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우스에게
는 여신 헤라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그녀에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았따. 헤라는

오르페우스는 샘의 요정 에우리디케를 사랑했으며, 신들의 축복을 받아 결혼했다. 그러나 즐거운 신
혼 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초원을 산책하고 있던 에우리디케는 독사에게 발
을 물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오르페우스의 슬픔은 깊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에우리
디케를 되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하프를 들고 지하에 있는 명부(冥府)로 향했다.

남편의 이런 행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여성과 관계를 맺을 때는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로 변신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의 왕비 레다는 절세의 미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제우스가 목욕하고 있는 레다의 모습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는 단번에 매혹돼 버렸다. 그는 사랑의

사나운 경비견인 케르베로스도, 냉정한 삼도천의 사공도 오르페우스의 슬픈 노래에 감동해, 죽은 사

여신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백조로 모습을 바꾸고 땅 위로 내려갔다. 아프로디테는 독수리로 변신

람이 아닌 그를 특별히 통과시켜 주었다. 명부의 왕 하데스의 앞에 나간 오르페우스는 하프를 켜고 자

해 제우스가 변신한 백조의 뒤를 쫓았다. 백조는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레다의 무릎 사이로 파고들었

신의 심정을 노래하면서, 아내를 다시 한 번 지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쌀쌀하게

다. 몸을 떨고 있는 백조가 불쌍해 레다는 안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사이에 제우스는 욕심을 채웠다.

거절했던 하데스도 오르페우스의 열의에 감복해 소원을 들어 주었다.
오르페우스는 하늘에라도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지상으로 향했다. 하데스는 아
내를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명부를 떠날 때까지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넘겨

이윽고 레다는 커다란 알을 2개 낳았다. 하나의 알에서는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나왔다.
형 카스토르는 전술에 뛰어났고, 동생인 폴룩스는 격투기의 달인이 되었다. 형제는 매우 사이가 좋았으
며, 함께 여러 모험에 나섰다.

주었다. 지하의 길은 길어, 오르페우스는 차츰 걱정이 되었다. 에우리디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

카스토르는 틴다레오스의 아들이었으므로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폴룩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기 때

는 듯했다. 지상의 밝은 빛이 보였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문에 불사신이었다. 카스토르는 동료의 배반으로 목숨을 잃었다. 홀로 남은 폴룩스는 자신도 함께 죽게

작은 비명 소리를 남기고 다시 한 번 명부로 끌려가고 말았다.

해 달라고 제우스에게 청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쌍둥이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오르페우스는 반쯤 미친 상태가 되어 아내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공이 삼도천을 건너게

또 하나의 알에서 나온 것은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 두 자매였다.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이었으

해 주지 않았다. 실의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하프를 뜯으면서 들과 산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에우리

므로 여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성인이 된 헬레네에게 구혼이 밀어닥쳤음은 말할 나위도

디케의 환영을 뒤쫓는 그는 여성을 결코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트라키아 여성들의 미움을 사서

없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한 스파르타 왕은 헬레네에게 상대를 고르게 했다. 그녀의 마

술의 신을 기리는 축제의 밤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시체는 강물에 던져졌다.

음을 사로잡은 것은 메넬라오스였다.

오르페우스의 하프는 저절로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 이윽고 바다를 건너 레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의 평화로운 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스파르타를 찾아온 트로이의 왕자

스보스 섬에 도착한 하프를 섬의 주민들이 주워 아폴론의 신전에 바쳤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아폴

파리스는 한눈에 헬레네에게 반해 그녀를 트로이로 데려갔다. 이것을 알게 된 메넬라오스는 경노했으

론은 그 하프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에 덧붙였다고 한다.

며,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의논했다. 아가멤논의 아내는 헬레네의 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였다. 그들
은 그리스 전국에서 장군을 모아 트로이로 향했다. 이리해

* 백조자리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 밤하늘의 백조자리
백조자리는 9월의 초저녁에는 천정에 와 있으므로 발견
하기 쉽다.

* 독수리자리
- 밤하늘의 독수리자리

정남쪽을 향해 서서 눈을 위로 향하면, 약간 서쪽으로

독수리자리는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1등

기울어진 고도 60°인 곳에 하얀색의 밝은 별이 빛난다. 독

성인 알타이르가 있는 곳이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자리는

수리자리의 1등성 알타이르이다.

생김새가 백조자리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약간 작다.

알타이르에서 더욱 머리 위쪽으로 더듬어 가면 알타이르

백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다 보면 은하수

보다는 약간 어두운 하얀색의 별에 이른다. 이것이 백조자

가장자리에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별

리의 주성 데네브이다. 데네브의 서쪽에는 거문고자리의 1

세 개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 알타이르이다. 이 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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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계속 시선을 옮기면 백조자리와 비슷한 모양의 독수리자리가 나온다.

스를 타고 지나가던 용감한 페르세우스가 돕게 된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은 모두 가을

- 독수리자리에 얽힌 신화

의 별자리가 되어 있다.

독수리자리의 독수리는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해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다. 청춘의

가을의 사각형은 밤하늘의 랜드마크 이름으로는 유일하게 ‘대(大)’가 붙지 않는다. 봄의 대곡선, 여름

여신 헤베는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발목이 삐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과 겨울의 대삼각형은 모두 ‘대’가 붙어 있다. 어디까지나 ‘별명’이므로 어느 것이 올바른지는 알 수 없

트로이의 왕자에 대해 아폴론에게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는 호기심이 생겨 트로이에 방문하였다. 트로

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가을의 사각형의 넓이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또 대삼각형이나 대곡선이 복수

이의 왕자 가니메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제우스는 그를 납치했고 그 후 가니메데는 여신 헤베의 일

의 별자리에 걸치는 데 비해, 사각형만은 거의 페가수스자리에만 갇혀 있는 것도 ‘대’를 붙이지 않는

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던 독수리를 제우스가 잡아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
다.

ü 가을의 대표 별자리
* 안드로메다 자리

ü 가을의 사각형 * 페가수스자리

- 밤하늘의 안드로메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는 11월의 초저녁에는 천정에 보인다.
그러나 머리 위를 쳐다보더라도 이 별자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평선에서부터 더듬어 가면 알기 쉽다.
초저녁에 동쪽 하늘을 향하고 서서 시선을 바로 위로 차
츰 옮겨 간다. 중천에는 붉은색을 띤 밝은 별이 빛나고 있
다. 황소자리의 1등성 알데바란이다. 그 조금 위인 고도
45° 부근에 작은 별의 무리가 눈에 띈다. 이것이 플레이아
데스 성단이며, 그 왼쪽 위에 이어지는 별의 줄은 페르세
우스자리이다. 더욱 눈을 위로 향하면 2~3등의 별 4개가
오른쪽 위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다. 전체 길이
는 약 30°에 이른다. 이것이 안드로메다 자리의 주요부이다. 이들 별의 줄 가운데 맨 위가 알파별이며,
가을의 밤하늘은 여름에 비해 밝은 별이 적어서 약간 적적하지만, 대기가 맑아지는 만큼 어두운 별
도 빛나 보인다. 거의 같은 밝기의 별 4개가 약간 가늘고 긴 직사각형의 꼭짓점에 배열되어 있다. 눈에
띄는 별이 적은 가을의 밤하늘에서는 가장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별들이다.
이 사각형의 대부분은 페가수스자리에 속하므로 ‘페가수스 사각형’이라고도 불린다. 페가수스는 그리
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을 달리는 날개 달린 백마이다. 사각형이 정확히 페가수스의 몸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부터 남서쪽 방향, 은하수 일대의 돌고래자리를 향해 3개의 별이 기다란 목을 드러낸다. 좌우
의 앞다리도 백조자리를 향하므로 그런대로 별을 연결할 수 있다.
확실히 그렇게 연결하면 말 모양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각형 이외의 별은 대부분 어둡기 때
문에 인공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
페가수스자리의 알파별의 이름은 마르카브(Markab)이며 ‘말의 안장’이라는 뜻이다. 2.5등성의 붉은
색 별이며 지구에서 150광년 거리에 있다. 마르카브는 페가수스자리에서 셋째로 밝은 별인데도 알파별
이다. 베타별 쉐아트(Scheat)는 적색 거성인데 ‘날개’라는 뜻이다 2.4등성이며 지구에서 45광년 떨어져
있다. 감마별은 알게니브(Algenib)인데 ‘옆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8등성이며 지구에서 96광년
거리에 있다. 엡실론별 에니프(Enif)는 2.4등이며 페가수스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지구에서 520광
년 거리에 있다.
그런데 사각형에서 페가수스의 머리와 반대쪽으로 뻗은 별들은 안드로메다 자리에 들어간다. 사각형
의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알페라츠(Alpheratz)’라 불리는 별은 안드로메다 자리에 속한다. 이 별은 신
화에 나오는 안드로메다의 머리에 해당한다.
안드로메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에티오피아 왕실의 케페우스(세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딸
로 등장한다. 바다의 신이 보낸 변신한 고래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물이 된 안드로메다를, 천마 페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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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델타별, 베타별, 감마별이 있다. 이들 4개의 별이 안드로메다의 머리와 몸, 왼쪽 발을 이룬다.
델타별의 좌우에는 어두운 별의 줄이 이어진다. 이것이 바위에 묶인 양팔이며, 베타별에서 왼쪽 위로
갈라지는 별의 줄이 오른발에 해당한다. 이들 별에서 안드로메다의 모습을 더듬어 가려면 4등성을 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늘이 맑은 곳을 고르자.
알파별에는 ‘알페라츠(Alpheratz)’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것은 ‘말의 배꼽’을 뜻하는 아라비아 어
에서 유래하며, 이 별이 옛날 페가수스자리와 공통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알파별은 페가수스자리의
별과 함께 ‘페가수스 사각형’을 이룬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알페라츠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상당이 어두운 델타별을 거쳐, 알페라츠와 거의
같은 밝기의 베타별 미라크(Mirach), 그리고 감마별 알마크(Almach) 쪽으로 뻗어 있다. 이 배열이 안
드로메다 공주의 몸통에서부터 왼쪽 발이 된다. 도중의 미라크로부터 북쪽, 카시오페이아자리 방향으로
늘어선 4등성 몇 개가 오른쪽 발로 이어지는 부분이 된다.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천체가 있다. 안드로메다 자리의 오른쪽 발이 뻗
어나오는 부분을 잘 살피면, 은하수가 약간 갈라진 듯한 어렴풋한 구름 모양의 천체가 눈에 띌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안드로메다 자리 대은하’이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만든 카탈로그의 31번
째 천체이므로 M(메시에)31이라고도 한다.
안드로메다 자리 대은하는 ‘우리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이라는 은하 집단에서는 가장 큰 은하이
다. 우리은하는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모인 원반 모양의 막대 나선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자리 대은
하는 적어도 3000억 개의 항성을 가진 나선 은하이다. 또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로는
가장 멀리 있으며, 거리는 230만 광년이다.
현재 안드로메다 자리 대은하는 우리은하에 초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우주망
원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자리 대은하와 우리은하는 40억 년 후에 높은 확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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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종적으로는 20~30억 년에 걸쳐 2개의 은하가 합체해서 거대한 타원 은하

삼형제별을 연결해서 동쪽으로 계속 연장해 보자. 매우 밝게 빛나는 별이 발견된다. 이것이 ‘큰개자

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다만 2개의 은하에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는 대단히 멀다. 따라서 두 은하의 전

리’의 1등성인 ‘시리우스’이다. -1.4등으로 밤하늘 전체에서 가장 밝은 항성이어서 눈에 자주 띄는 별

체적인 모양은 변하지만, 별끼리 직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다.

- 안드로메다 자리에 얽힌 신화

시리우스와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를 연결해, 그것을 하나의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동쪽에 그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세페우스(케페우스) 왕이 다스리
고 있었다.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미인이었지만 그것을 뽐내는 경우가 많았다. 언젠가 왕비는 해안을 거
닐면서 “저 바다에 있는 네레이스(요정)들보다 내가 더 예쁘다.”고 말했다.
그 말이 네레이스의 아버지인 해신 네레우스의 귀에 들어갔다. 화가 난 네레우스는 바다의 괴수 케
토스를 보내 에티오피아의 해안을 공격하게 했다. 그리고 해일을 일으켜 해안 일대를 수몰시켰다.
곤란에 처한 세페우스 왕은 신탁을 구했다. 그러자 해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딸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부모는 당황할 뿐이었지만, 안드로메다는 기특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나섰다.

보자. 그 꼭짓점 일대에 베텔게우스만큼 밝은 별이 보인다. 이것이 ‘작은개자리’의 1등성 ‘프로키온’이
다.
베텔게우스, 시리우스, 프로키온이라는 3개의 1등성이 꼭짓점을 이루는 정삼각형을 ‘겨울의 대삼각
형’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겨울 별자리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것이다. 큰개자리와 작은개자리는 모
두 사냥꾼 오리온의 뒤를 쫓는 사냥개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삼각형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베
텔게우스부터 나머지 2개의 별에 밧줄을 늘이는 듯한 V자 형태가 바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겨울의 대삼각형은 거의 정삼각형인 점과, 삼각형 안쪽이 공백 영역인 점이 멋들어지다. 대삼
각형으로 에워싸인 영역의 별은 밝은 별이라도 4등성 정도이다. 도시에서는 이 별들이 거의 보이지 않

이리하여 안드로메다는 해안의 바위에 사슬로 묶이게 되었다. 그곳으로 지나가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리스 아르고스의 왕자 페르세우스였다. 안드로메다의 모습에 놀란 페르세우스는 사정을 물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안드로메다가 연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바다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
려왔다. 그리고 거대한 괴수가 순식간에 다가왔다. 안드로메다는 놀란 나머지 의식을 잃고 눈을 감았
다.

는다. 거기에는 ‘외뿔소자리’라는 별자리가 있다. 뿔을 1개 가진 말 같은,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에서 나
온 별자리이다. 중세의 천문학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도 하며, 좀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도 하는데 유
래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어두운 별이 많아서 형태를 더듬어보기는 어렵다.
별이 잘 보이는 곳이면 은하수가 ‘겨울의 대삼각형’을 가로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의 은하수
는 여름에 비해 엷어서 보이는 장소는 적지만,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란다.
한편 작은개자리의 알파별인 프로키온은 ‘개보다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북반구의 중위도 지

페르세우스는 씩씩하게 칼을 빼 들었다. 그 모습이 해면에 비친 것을 본 괴수는 집어삼킬 듯이 큰
입을 벌렸다. 괴수의 뒤에서 뛰어오른 페르세우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찔렀다. 그리고 메두사
의 목을 괴수의 눈 앞에 내밀었다. 그러자 괴수는 거대한 바위로 바뀌어 버렸다.
메두사는 대지의 끝에 살고 있는 요괴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돌로 변한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퇴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스로 개선
했다.

방에서는 큰개자리의 시리우스보다 조금 먼저 하늘로 떠오른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리우스가 나타나
는 것을 보고 나일 강이 불어나는 시기임을 알았는데 프로키온도 마찬가지였다.
프로키온은 0.3등의 아주 밝은 별로 11.3광년 거리에 있다. 표면 온도가 약 6500℃에 이르는 연한
노란색 별이다. 또 10.7등의 어두운 동반성을 가진 쌍성으로, 동반성의 공전 주기는 약 40년이다.
작은개자리에서 눈에 띄는 다른 별은 3등성 고메이사이다. 고메이사는 아랍 어로 ‘눈물 젖은 눈동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괴수는 가을부터 겨울에 걸친 밤하늘에 모인다. 하늘의 북극 가까이
에 에티오피아 국왕 부부인 세페우스자리와 카시오페이아자리가 늘어서고, 그 남쪽에 안드로메다 자리
가, 안드로메다 자리의 동쪽에 페르세우스자리가, 이어 남쪽에는 바다의 괴수인 고래자리가 보인다. 안
드로메다 자리의 서쪽에 있는 페가수스자리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내뿜은 핏속에서

ü 겨울의 대표 별자리
* 오리온자리
- 밤하늘의 오리온자리
연말이 가까워 오면, 동쪽 지평선에서 유달리 크게 빛

태어났다는, 날개 달린 말이다.

나는 오리온자리가 떠오른다. 겨울 하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밤하늘 전체의 88별자리 가운데 가장 멋진 별자

ü 겨울의 대삼각형
겨울 초저녁 남쪽 하늘에는 현란한 겨울의 별자

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리들이 빛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겨울

법한 별자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리온자리는 1등성이

을 대표하는 별자리 ‘오리온자리’이다. 1등성과 2등

2개, 2등성이 5개나 되는 호화로운 별자리이다.

성으로 이루어지는 단정한 별자리가 남쪽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은 박력 있다.
사각형의 각 꼭짓점에 밝은 별이 있는데, 왼쪽 위

2등성을 포함한 7개의 별이 만드는 조형은 멋지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세로로 기다란 사각형이 전체의 모습
을 만들고, 왼쪽 위에 붉은색 1등성 베텔게우스, 오른쪽

의 별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 ‘베텔게우스’라는 1등

아래에 푸르스름한 1등성 리겔이 빛난다. 또 사각형 가운

성이다. 한편 오른쪽 아래의 별은 푸르스름한 색이

데 밝기가 거의 같은 3개이 2등성이 ‘삼형제별’로 나란히 있다. 별 재치의 균형이 좋으며, 밝기와 크기

다. 이것 역시 1등성으로 ‘리겔’이라 불린다. 사각형

등 그 어떤 것으로 보아도 별자리의 왕자이다. 리겔은 지구로부터 약 600광년 거리에 있는 푸른색 초

의 정중앙에는 거의 같은 밝기의 별 3개가 나란히

거성이다. 표면 온도는 약 1만 ℃, 반지름과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에 이르지만 밀도는 물의 수천분의

있다. ‘삼형제별’이라 불리며 사냥꾼 오리온의 허리

1에 지나지 않아, 막대한 양의 대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리겔은 아랍 어로 ‘거인의 왼쪽 다리’라

띠에 해당한다.

는 뜻이다. 별자리는 라틴 어에서 유래한 것이 많지만, 별 이름은 아랍 어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

- 47 -

- 48 -

오리온자리의 삼형제별 아래에도 유명한 천체가 이따. 삼형제별보다 약간 어두운 별이 나란히 있으

리스 본토와 섬들 사이를 자유로이 걸어서 건넜다.

므로 ‘작은 삼형제별’이라 불리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이 어두운 하늘에서 응시하면, 한가운데의 별에

이윽고 크레타 섬에서 오리온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사랑했다. 아르테미스는 수렵의 여신이기도

어렴풋이 구름이 걸린 것처럼 보인다. 쌍안경으로 보면, 거기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화려한 성운이라고

하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어느 날, 오리온은 자신의 솜씨를 자만한 나머지 땅 위의

일걸어지는 ‘오리온 대성운(M42)’이 빛나고 있다. 천문 애호가가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대상

온갖 생물을 잡아 오겠다는 말을 퍼뜨렸다. 이것을 들은 대지의 여신은 노해서 큰 전갈 한 마리를 보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성운이다.

냈다. 전갈의 맹독 때문에 그토록 솜씨가 좋던 오리온도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오리온자리에는 1등성이 2개, 2등성이 5개 등 매우 밝은 별이 모여 있다. 이만큼 큰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는 달리 없어 ‘별자리의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리온자리와 전갈자리가 천구 위의 반대 방향에 있어 동시에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이야기
라고 한다. 전갈자리가 서쪽 지평선으로 가라앉고 난 뒤라야, 오리온자리가 동쪽 지평선으로 올라온다.

오리온자리는 겨울에 볼 만하다. 설날의 오후 9시 무렵에 남동쪽 방향을 향해 하늘을 높이 우러러보
자. 지평선에서 높이 40°~60° 부근이 오리온자리이다. 밝은 별이 세로가 긴 사각형을 만들며, 그 가운
데 3개의 별이 왼쪽 아래로 늘어서 있따. 그 사각형은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팔을 쭉 뻗어 들고 있는
엽서의 크기와 아주 똑같은 정도가 된다.

그리고 전갈자리가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기 전에 오리온자리는 서쪽 지평선으로 숨어 전갈을 두려워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리온의 최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오리온은 미남자였으나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는 그를 싫어했다. 그래도 오리온은 여신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므로, 아르테미스가 전갈을

2개의 1등성은 사각형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모서리에서 빛난다. 왼쪽 위의 별은 베텔기우스,

몰래 보내 죽게 했다고도 한다.

오른쪽 아래의 별은 리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나의 별자리 안에 있는 별은 보통 밝은 별부터

별이 된 오리온은 뛰어난 활 솜씨로 잡은 커다란 사자의 모피를 걸친 씩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차례대로 알파별, 베타별, 감마별 등으로 부른다. 오리온자리의 알파별은 베텔기우스, 베타별은 리겔이

그 주위에는 그와 얽힌 신화의 동물들이 별이 되어 빛난다. 동쪽의 큰개자리와 작은개자리는 오리온을

며, 밝은 별에는 이처럼 고유의 이름이 붙어 있다.

수행하는 사냥개이다. 그의 발밑에는 사냥한 토끼자리가 뛰어오르고, 앞쪽(서쪽)에는 작은 새들(플레이

사각형 안에 있는 3개의 별은 ‘오리온의 삼형제별’이라고 하며, 오리온이 허리에 두른 끈에 해당한

아데스 성단)이 달아난다.

다. 이 삼형제별을 사이에 두고 베텔기우스의 오렌지색과 리겔의 푸르스름한 색깔의 빛이 대조적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오리온자리의 중심이 되는 별의 배열을 알 수 있다면 3등성과 4등성도 찾아
보자. 이들 별을 더듬어 가면 오른손에 곤봉을 치켜들고, 왼손에 사자의 모피를 든 씩씩한 사냥꾼의 모
습이 밤 하늘에 떠오른다.

* 큰개자리
- 밤하늘의 큰개자리
오리온자리의 뒤를 쫓아가듯이 올라가는 매우 밝은 별이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 비율은 1시간에 15°이다. 설날의 오리온자리는 오수 9시에는
남동쪽에 있지만, 1시간 반 뒤에는 남남동쪽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같은 시각으로 비교하면, 별의 위치
는 하루에 약 1° 서쪽으로 이동한다.

있다. 큰개자리의 1등성 ‘시리우스’이다. 그 밝기는 –1.4등
으로, 하늘 전체에서 가장 밝은 항성이다.
시리우스의 어원은 그리스 어의 ‘불태우는 것’이라는 의

- 오리온자리에 얽힌 신화

미를 가진 말에서 유래한다. 그만큼 밝기 때문에 도시에서

오리온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용맹한 사냥꾼 오리온의 모습에 연유되며, 삼형제별이 허리의 벨트
부분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서북쪽 황소자리에 상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 시리우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리온자리의 가운데
에 있는 세 별을 연결해 동쪽으로 죽 연장하면 거기에서

그런데 오리온자리는 전갈자리와 동시에 밤하늘에 나타나지 않는다. 용감한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시리우스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시리우스는 오리온자리의

서는 전갈에 물려 죽었으므로, 전갈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갈자리가 가라앉을 무렵에 동쪽 하늘에

베텔게우스,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과 함께 ‘겨울의 대삼

나타난다. 그리고 전갈자리가 동쪽에서 올라올 무렵에는 마치 도망가듯이 서쪽 지평선으로 모습을 감
추어 버린다.

각형’을 이룬다.
하늘 전체에서 시리우스가 밝은 이유는 원래 태양보다 수십 배나 밝은 뿐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그런데 오리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리스 신화에서 달과 사냥
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오리온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론은 오리온을
싫어했다. 어느 날 아폴론은 바다 멀리서 사냥을 하고 있는 오리온을 보았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아
폴론은 동생을 속여, 오리온을 과적으로 삼아 내기를 하자고 청했다.
그가 오리온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답게 오리온의 머리를 정확히 쏘아 쓰러
뜨렸다. 아르테미스는 나중에 자신이 쏘아 죽인 것이 오리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슬픔에 빠졌지만
오리온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자 최고의 신 제우스는 아르테미스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오리온을 하늘로 올려 보내 멋진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오리온자리는 전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자리이다.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사냥꾼인 오리온에서
유래한다. 오리온은 해신(海神) 포세이돈과 여신 에우리알레(Euryale)의 아들로 태어나, 빼어난 아름다
움을 지닌 튼튼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것도 원인이다. 그 거리는 불과 8.6광년, 즉 빛의 속도로 8.6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다. 쌍성계를
하나라고 본 경우, 태양계로부터의 거리 순위로는 제 6위, 육안으로 보이는 항성으로는 제2위이다.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약 4.4광년 거리에 있는 켄타우루스자리(센타우루스자리) 알파별이지만, 이것은
태평양의 오키나와 부근까지 남하해야만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별 가운데서는 시리우스가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고 밝은 항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시리우스를 ‘천랑성(天狼星)’으로 불렀다. 일본에서는 ‘대성(大星)’ 또는 ‘청성(靑
星)’ 등으로 일컬어졌으며, 이 별이 보이면 눈이 내린다고 하여 ‘설성(雪星)’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이 불어날 무렵, 해가 뜨기 전에 시리우스가 동쪽 지평선으로부터 올라온
다. 물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파종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그것을 예고하는 별로 숭배 대상이 되었
다. 고대 이집트력의 설날은 시리우스가 처음으로 동쪽 하늘에 보이는 날로 정할 정도였다.
시리우스가 있는 별자리, 큰개자리를 찾아보자. 시리우스는 정확히 개의 입 언저리로, 역삼각형 머리

항해에 뛰어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거친 겨울 바다 위에 빛나는 오리온의 별들을 보고 해신의 아

부분의 한 각을 이룬다. 시리우스에서 오른쪽으로 밝은 2등성으로 연결되는 앞다리, 아래에 몸체가 이

들을 상상했을 것이다. 오리온은 아버지로부터 물 위를 걷는 힘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바다를 넘어 그

어지고, 꼬리 부분에 꽤 밝게 눈에 띄는 2등성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 삼각형에서 약간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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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별로 이어지는 뒷다리를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별자리와 우주 이야기, 이충환·신광복 글, 손종근·서석근 그림,

- 큰개자리에 얽힌 신화

가나출판사

큰개자리가 된 큰 개의 정체는 사냥꾼 오리온의 개 사냥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정확하지는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봄의_대곡선

않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여름의_대삼각형

그중의 하나는 사냥꾼 오리온자리 뒤에 있는 큰개자리와 작은개자리는 모두 오리온의 사냥개였다는
이야기이다. 큰개와 작은개 중에서 큰개는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라이라프스였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가축과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여우가 어찌나 빠른지
사냥꾼의 화살보다도 빨리 달려 시야에서 사라지곤 했다. 여우를 잡지 못해 고민하던 중, 마침내 바람
처럼 달리는 라이라프스를 풀어 놓아 몇 달 동안 여우를 쫓은 끝에 간신히 여우를 붙잡을 수 있었다.
라이라프스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 시리우스의 고유운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가을의_대사각형
자료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겨울의_대삼각형
별자리 이야기, 이형철 외, 살림출판사
Newton HIGHLIGHT 신화와 과학으로 보는 별자리와 우주, 와타나베 준이치·하라 메구미
외, 뉴턴코리아
Newton HIGHLIGHT 65,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배운다; 사계절의 별자리 관찰, 와타나
베 준이치, 아이뉴턴

시리우스는 동반성(companion star)으로도 유명하다. 고유운동(proper motion)이란 지구 자전에
의한 별의 겉보기운동이 아닌, 별의 실제 운동을 뜻한다. 독일의 천문학자 베셀(Bessel, 1784~1846)은
말년에 시리우스의 고유운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리우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별과 달리 쌍성의
움직임처럼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후
시리우스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동반성을 가진 쌍성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졌지만 크기는 대단히 작아 엄청난 밀도를 가진 백색왜성이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이 별에서는 5만 배나 무거운 250만kg가 된다.
ü 작은개자리
-밤하늘의 작은개자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리우스가 뜨는 날을 계산하여 나일
강의 홍수를 예측하였다. 이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은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보다 항상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시리
우스가 뜨는 날을 예고하는 별이라고 생각했다.
작은개자리를 찾기는 매우 쉽다. 겨울 밤하늘에서 오리
온자리의 베텔기우스와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그리고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을 삼각형으로 만들면 쉽게 찾을 수 있
는데, 이 정삼각형이 바로 겨울철 대삼각형이다. 겨울철 대
삼각형은 앞서 소개한 겨울철 다이아몬드의 일부며, 이 별
들은 다른 별자리를 찾을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
0.4등성의 밝은 프로키온을 찾았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3등성의 별도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별
이 작은개자리다. 주변에 배경이 되는 별이 적어서인지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개자리만 덜렁 남겨놓은
듯하다.
작은개자리는 밝기에 비해 너무 외로운 별자리다. 알파별 프로키온은 0.4등성의 흰색 별로 굉장히
밝지만 베타별 고메이사(Gomeisa)와 단둘이서만 별자리를 이루고 있다.
프로키온은 태양에서 11광년 떨어진 별인데, 우연히도 11번째로 가까운 별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사
실에 근거하여 추정한 우주의 나이는 오차범위 2억 년 내에서 137억 년이므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
기는 274억 광년이다. 11광년은 빛의 속도로 11년을 달려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드넓은 우주
안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프로키온은 실제로 태양보다 7배쯤 밝은 별이다. 현재 프로키온에 태양을 가져다 놓는다면, 태양은
2.6등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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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 / 15

- 동서양 별자리 차이 동화책: ‘늑대인간’, ‘구미호’ 참조
ü 동서양 별자리 개요
동양과 서양은 하늘을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구분했고, 동
양은 북극성과 달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나눴다. 또한 동양에서는 천구의 적도를 12등분하여 12차(次)라
했고, 서양에서는 황도를 12등분하여 황도 12궁이라고 했다. 이렇듯 동,서양은 하늘의 큰 원이라고 하
는 ‘주천(周天)’의 구분방식이 달랐다. 이것은 서양이 양력을 사용하고 동양이 음력을 쓰는 것과도 연관
이 있다. 그렇다면 동,서양의 별자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양

동양

하늘을 보는 기준
좌표계

태양
황도 좌표계

북극성과 달
적도 좌표계

달력

태양력

태음태양력

주천(周天) 구분방식

황도 12궁

적도 12차(次)

서양 사람들은 태양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황도를
기준으로 별자리를 구분했다.
황도 12궁은 태양이 한 달간 머무르는 하늘 위의 12 거처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태양은 한
달에 평균 한 궁씩 옮겨져서 12달 만에 한바퀴를 돌게 된다. 각 궁은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의 원을
12등분한 것이므로 대략 30도의 간격을 지니고 있다.
별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준점이 되는 춘분점이다. 춘분점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
는 날, 태양이 위치하는 곳을 말하는데 현재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양자리에
춘분점이 있었으나, 세차운동 때문에 현재는 물고기자리에 위치한다. 춘분점은 25,800년을 주기로 한
바퀴를 돌게 되며, 지금으로부터 다시 6백년 정도 지나면 물병자리로 옮겨진다.
서양에서는 바로 이 황도 12궁으로 별점을 쳤다. 태어난 날에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가 바로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별빛에 의존해 소망을 빌고 인간의 운세를 점치는 것은 오
늘날에도 남아 있으나, 이제는 성격과 운세 등을 재미삼아 보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동양의 하늘은 북극과 적도가 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북극을 중심으로, 적도 기준선을 따라
28수를 나누고, 12차(次)도 나누었다. 28수란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주기인 28일에 맞춰 적도 주위에
늘어서 있는 별자리 를 나눈 것이며, 12차란 12년 마다 한번씩 하늘을 도는 목성(세성)의 움직임에 따
라 적도 부근을 12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동양의 별자리는 적도좌표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ü 별자리 기원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이다. 오래 전
에 우리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별을 보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니,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밤하늘을 더 많이, 더 자주 바라봤을 테니 더 많은 상상을 했을 것이다. 시계
나 달력, 나침반이 없었을 시기에는 별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연 지표가 되기도 했다. 그
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별을 보고 방향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하고 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별이 하루에 한 바
퀴 도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별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도는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인 북극을 연장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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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북두칠성을 찾고 북두칠성의 국자 끝을 연장하여 따라가면

데, 양자리 시대가 오면 마르둑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 있으나 양자리의 폭은 짧은 반면 황소자리의

북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북극성이 있는 쪽 하늘이 북쪽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별이 움직인 정도

폭은 길어서, 왕권이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한다.

를 보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별이 시간당 15°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참고로, 황도 12궁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근동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에 분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때문이다. 별을 보고 방위나 시간을 아는 지식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별의 위치를 보다 쉽게 기억하기

고 세계공통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잉카나 마야 등 아메리카 문명권에서는 20궁(즉, 황도를 20개로

위해 별을 몇 개씩 묶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미지와 연관시키게 된다. 여기에 별이 가지는 신비로움

나눔.)으로, 바이킹/켈트 족들은 13궁으로 나눈다.

이 더해지면서 신화나 전설과 결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별자리가 탄생하게 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ü 3 원 28 수

서양에서 별자리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별을 연결하여 동물
의 모습을 만들던 것에서 유래하여 그리스에 전해지고 신화와 결합해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하늘에도 인간 세계와 유사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 세계와 유사한 모양
으로 별을 연결하여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극성을 하늘나라의 왕인 옥황상제
이며 그 주변에 황궁 모양의 별자리가 있다고 보았다.
ü 황도 12 궁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옛 별자리는 현행의 서양식 별자리와 다르다. 전통 별자리에서는 먼저 하
늘 전체를 중앙과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구획하였다. 각 구역의 별자리는 신령스러운 동물의 형상에 맞
추었다. 중궁 황룡(中宮黃龍), 동방 창룡(東方蒼龍), 북방 현무(北方玄武), 서방 백호(西方白虎), 남방 주
황도 12궁이란 태양의 궤도(황도, 黃道)를 분할하는 12개 별자리를 뜻한다. 영어로는 Zodiac이다.

작(南方朱雀)이 그것이다. 오행 사상에 따르면 중앙은 토(土)로서 황색, 동방은 목(木)으로 청색, 서방은

황도 12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천구 상에 태양이

금(金)으로 백색, 남방은 화(火)로 적색, 북방은 수(水)로 흑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신도(四神

지나가는 길' 이라는 뜻이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와 시간(더 나아가 시

圖)에서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가 각기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

대)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있어 황도는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

다음으로 중요한 별자리를 북극 주변의 3원(垣)과 사방의 28수로 나누었다. 3원이란 태미원(太微垣=上

다. 인공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보이는 것이라곤 달과 별뿐이었고, 그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밝은 것

元)·자미원(紫微垣=中元)·천시원(天市垣=下元)을 일컫는다. 여기서 ‘원’이란 본래 ‘담’이란 뜻인데, 이 별

과 빠른 것, 즉 태양과 달과 행성이었다. 하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에겐 의외일 수도 있지만,

자리들이 담장 형태로 북극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다. 자미원은 북극 주위를 둘러싸고

태양과 달과 행성은 거의 한 길로만 움직이는데, 그 느낌을 말하자면 낮에 태양이 지나간 그 길 위로

있는 구역으로 대략 주극원 지역에 해당하며, 태미원과 천시원은 28수와 자미원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밤에 달과 빠른 별들이 지나가며 그 길 위로 다시 해가 뜬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에

다. 성수(星宿)·장수(張宿)·익수(翼宿)·진수(軫宿) 이북의 구역이 태미원이며, 방수(房宿)·심수(心宿)·미수

더 주목할 수 밖에 없고, 다른 별자리 보다 그 길의 배경에 있는 별자리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尾宿)·기수(箕宿)·두수(斗宿)의 북쪽 지역이 천시원이다. 『천문유초(天文類抄)』에 따르면, 자미원은 하늘

다. 여기서 '그 길'이 바로 황도이며, '그 배경의 별자리'가 황도 12궁이다.

의 황제인 태제(太帝)의 자리로 천자가 항상 거주하는 곳이며, 태미원은 천자의 궁정(宮庭)으로 오제(五

황도 12궁을 이야기할 때 '황도대 별자리'로서의 의미와 '황도대 12구획 명칭'으로서의 의미를 구분
해야 하는데, 이는 별자리들이 점유하는 실제 공간이 정확히 12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별

帝)의 자리이고 열두 제후의 관청이 있는 곳이며, 천시원은 ‘사물의 경중을 재는 척도(權衡)’와 ‘무리를
모으는 일(聚衆)’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자리 자체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정확히 12등분한 시간적/시대적 의미를 뜻
한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보통 천문학에서는 전자로서의 의미를, 점성술이나 생일 별자리를 이야기 할
때는 후자로서의 의미를 이야기 한다.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이 문제로 인한 왕권다툼 이야기가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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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동방 7수
북방 7수
서방 7수
남방 7수

28수 명칭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
규(奎)·누(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차시

9 / 15

ü 이집트 신화 관련 영상

28수는 달의 공전 주기인 항성월(sidereal month)과 관련이 깊다. 달은 대략 28일(27.32166일)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일주한다. 지구에서 보면 달은 매일 밤마다 별자리의 위치를 바꾸다가 28일쯤 지
나면 다시 원래의 별자리 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매일 밤 달이 머무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선정하면
28개가 되고, 이것을 동서남북에 각각 일곱 개씩 배당하여 하늘의 구역을 나눈 것이 바로 28수이다.
주의할 것은 이들 3원과 28수가 각각의 별자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별자리 집단을 대
표하는 명칭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천문유초』에 따르면 동방 7수의 첫 번째 별자리 집단인
각수에는 모두 45개의 별이 15개의 별자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2개의 별로 이루어진 것이 각

<한국천문연구원>
https://www.kasi.re.kr/kor/publication/post/videoGallery/10440?cPage=4>

(角=左角)이라는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가 평도(平道)·천전(天田)·진현(進賢) 등 나머지 별자리를 대표하
ü 중국 신화 관련 영상

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통 별자리는 지상 세계의 사회 구조를 하늘에 옮겨 놓은 것이었다. 인간 세계가 천자
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듯이, 하늘 또한, 천제를 상징하는 북극을 중심으로 모
든 별자리가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사유의 반영이었고, 천인합일(天人合
一)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별자리에 투영한 것이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자료출처

나무위키
광양시민신문(황도 12궁)
에듀넷

<YTN사이언스>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091&s_hcd=&key=201404160845
374001
ü 동서양 문화차이
동양과 서양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나무로 만든 원통이 하나 있다. 다시 두 개의 물체가 더 있다. 하나는 파
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로 된 사각기둥이다. 처음 제시된 나무 원통은 뒤
의 두 개 물체 중 어느것과 더 비슷한가.
나무로 된 사각 기둥을 답했다면 당신은 동양인일 것이다. 수많은 동양인과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양인들은 재질 즉 물질인 나무를 기준으로 생각했고, 성야인들은 모습 즉 물체 자체에 기
준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간단한 실험에서 보이는 동서양의 관점 차이는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 생활에 관여하고 있다.
영어에는 단수 복수냐, 셀 수 있는 가산명사냐 셀 수 없는 비간산 명사냐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다. 반
면 동양에서는 수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물질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물의 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예들 들어 동양에서는 “오렌지 먹어라”고 하지 “하나의 오렌지를 먹어라”고 말
하지 않는다. 서양이 사물을 쪼개어 개체에 집중한다면 동양은 사물의 구분보다 동질성, 연결성에 주목
했다.
서양은 각 개체늬 이름인 ‘명사’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동양인은 각 개체간의 관계와 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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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동사’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
이것은 우주를 인식하는 데에도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서는 천체란 우주라는 빈 공간에 떠 잇는 물
체라고 인식했다. 서양의 개념으로는 빈 공간에 떨어진 두 개의 물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
는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와 장의 개념이 발달했다. 우주란 기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
다. 이 기가 모이면 물체가 되고 기로 만들어진 물체는 자신을 만든 주위의 기와 연결되어 항상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일직부터 말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의 상호작용임
을 이해했다. 18세기 후반가지도 서양에서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2500
➀ wepubul author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새로만들기 → 고정레이아웃/가변레이아

년 전부터 중력과 자기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웃 중 원하는 레이아웃 형식을 선택한다. 원하는 형식이 없을 경우 기본을 선택하여 만들도록 한다. 고
ü 동서양 문화차이 참고 영상
- 동양과 서양의 차이(ebs 클립뱅크)

정 레이아웃을 설정할 경우 원하는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모바일로 전자책을 보는 것을 고려하면 모바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26_00208

2560*1440(QHD)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거나 낮게 해상도를 설정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한눈에 전자책

- 동양과 서양의 가치판단 차이(ebs 클립뱅크)

을 볼 수 있다.

일

해상도를

확인하면

된다.

요즘음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해상도는

1920*1080(FHD),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19_00320
-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동양과 서양(ebs 클립뱅크)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71016_00193
- 사물과 우주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ebs 다큐프라임)
https://www.youtube.com/watch?v=Uh4nxIPvpFM&list=PLbaMeVrO15OY-FrN547KDOJmwIBGsGlje
- 철학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MBN)
https://www.youtube.com/watch?v=tqdhs8xu0Ls
ü 워퍼블앱을 활용한 전자출판
➁ 빈 화면에 더블클릭하여 제목을 넣을 수 있다.
1. 위퍼블앱이란?
한글과 컴퓨터회사에서 1인 저자를 위한저작 플랫폼 위퍼블을
만들었다. 일반인 누구나 개인 저작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자
신의 개인 전자책 서점을 만들 수 있다. 유투브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면 위퍼블은 전자책 배포 플랫폼이다. 위퍼블 플랫폼
은

전자책제작도구인

wepubul

author,

전자책관리시스템인

wepubul cloud, 전자책뷰어인wepubul viewer로 되어있다.
2. 위퍼블사이트 살펴보기
위퍼블사이트(http://www.wepubl.com)에서 전자책 제작도구 wepubul author 와 전자책 뷰어
wepubul viewer를 다운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볼수 있다. 전자책의 특징은
음악과 영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➂ 왼쪽 화면 메뉴에서 그림을 눌러 배경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 전자책은 멀티미
디어나 하이퍼링크를 페이지내에 삽입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콘텐츠에 맞게
삽입하도록 하자.

3. wepubul author를 이용한 전자책 출판
wepubul

author를

활용해서

전자책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위퍼블사이트

(http://www.wepubl.com)에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wepubul author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로 다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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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배경이미지를 삽입하고 원하는 컨텐츠를 삽입하여 전자책을 완성하도록 하자

차시

10-11 / 15

ü 망원경 비교
구분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

발명가
(발명시기)
렌즈의 구성
장점
단점

➄ 완성한 전자책은 왼쪽아래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계정 아이디
로 로그인하도록 하자. 메뉴아래 도서등록을 눌러 도서정보를 입력한다.

용도

케플러식 망원경

갈릴레이

케플러

(1608)
대물렌즈는 볼록이고 접안렌즈는 오목렌즈

(1611)

를 사용

대물렌즈와 접안렌즈 모두 볼록 렌즈 사용

상이 똑바로 보인다.

시야기 넓다.

볼 수 있는 영역이 좁다.

상이 거꾸로 보인다.

색수차가 생긴다.

색수차가 생긴다.

오페라 관람용

천문관측 및 지상관측

➅ 책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를 누른다.
➆ 도서가 클라우드에 등록된다. 전자책을 모바일에서 확인하려면 wepubul 클라우드에 접
속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➇ 위퍼블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도서함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생성한 라이브러
리에 내가 만든 책을 드래그 한 상태로 넣는다.

ü 천체 망원경의 구조
지점
➈ 배포한 전자도서를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고 출판완료를 누른다.
자료출처

한국천문연구원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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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역할

A

탐색경(파인더)

넓은 시야에서 관측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

B

경통

렌즈를 보호하며 측면에서 들어오는 산란광을 막아준다.

C

접안렌즈

초점에 맺힌 상을 확대하며, 교환을 통해 배율을 높일 수 있다.

D

균형추

망원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무게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E

가대(적도의)

경통을 관측 대상으로 방향을 변화 시키는 장치

F

삼각대

경통을 받치는 가대를 받쳐 수평상태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G

대물렌즈

빛을 모으는 역할. 클수록 집광력과 분해능이 좋아진다.

- 62 -

* 케플러식 망원경
1611년에 발표된 케플러의 저서에는 갈릴레이식과는 달리 접안렌즈를 볼록렌즈로 한 굴절망원경을 설
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케플러식 망원경이라 한다. 케플러는 자신이 망원경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
지만 그가 처음으로 설계한 망원경이라 하여 케플러식 망원경이라 부른다.
장점 : 시야가 넓다.
단점 : 상이 도립(거꾸로)으로 보인다. 색수차가 생긴다.
용도 : 천문관측 및 지상관측
※ 케플러식 망원경의 단점은 상이 거꾸로 보이는 것이지만 접안렌즈 앞에 직각프리즘(또는 직각 거울)
을 설치하면 정립(똑바로)된 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쌍안경이 케플러식 망원
경이지만 이처럼 직각 프리즘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갈릴레이식 망원경처럼 상을 정립으로 볼수 있다.

ü 망원경의 비교
* 갈릴레이식 굴절망원경
1608년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리프셰(Hans Lipershey)는 우연한 기회에 두 개의 렌즈를 적
당한 간격으로 두었을 때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을들
은 갈릴레이는 이듬해 자신이 직접 망원경을 제작하게 되는데, 대물렌즈를 볼록렌즈로, 접안렌즈를 오
목렌즈로 구성해 망원경을 만들었고, 이를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 부른다.
장점 : 상이 정립(똑바로)으로 보인다.
단점 : 시야(볼 수 있는 영역)가 좁다. 색수차가 생긴다.
용도 : 오페라 관람용 망원경, 측지용 등. 그러나 천문용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시야가 좁은 이유 : 망원경의 시야(볼 수 있는 영역)는 접안렌즈의 시야에 비
례한다. 즉, 접안렌즈의 시야가 넓을수록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 오목렌즈를 이용한 접안렌즈는 구조
적으로 시야가 좁기 때문에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시야는 좁다.

https://namu.wiki/w/천체관측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망원경
https://astro.kasi.re.kr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71305&cid=40942&categoryId=3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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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 15

ü 굴절 망원경 만들기 <EBS 클립뱅크- 굴절망원경 만들기> 영상 참고

ü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순서
1) 삼각대 설치
① 삼각대의 길이를 조정한다. 높이 조절나사를 풀어 적당한 높이로 조정한 후 조절나사를 확실하게
조여 준다.
② 삼각대 위에 N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쪽을 향하도록 삼각대를 설치하고, 삼각대의 다리 부분은 가능
한 한 넓게 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삼각대 아래 부분에 액세서리 선반을 설치한다.
2) 가대설치
① 삼각대 위쪽에는 가대와 맞물릴 홈이 있다. 삼각대의 홈과 맞물릴 가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잘 맞추
어 올려놓는다. 가대가 잘 끼워지지 않을 때는 방위각 조절나사를 충분히 풀어 놓도록 한다. 이 때 가
대를 설치한 후에는 방위각 조절 나사를 단단히 잠가둔다.
② 가대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삼각대의 안쪽에 있는 가대 고정나사를 단단하게 잠가 둔다. 고정 나사
를 잠근 다음, 가대를 위에서 살짝 누르며 다시 한 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무게추 연결
① 무게추 봉을 가대에 부착한다.
② 무게추 봉의 끝부분에 있는 안전나사를 돌려 빼낸다.
③ 무게추의 고정나사를 풀어 균형추를 봉에 끼운다.
④ 무게추 고정나사를 조이고 안전나사를 다시 끼워 넣는다.
4) 경통설치

1. 먼저 경통이 될 가로가 22cm인 파란색 골판

2. 이 대물렌즈를 띠종이 사이에 끼워 경통이 되

① 경통을 설치하기 전에 가대의 적경 클램프와 적위 클램프를 단단히 잠가 놓는다.

지 위에 양면테이프로 붙인 띠종이를 붙이고, 사

는 종이를 원통으로 말아줍니다.

② 가대에 경통을 올리고 고정나사를 단단히 잠근 후, 플레이트를 도브테일에 잘 맞추어 경통을 가대

이를 떼어 또 하나를 붙입니다. 볼록렌즈의 둘레

에 얹는다.

에 양면테이프를 붙이는데 이 볼록렌즈가 대불렌

③ 홈의 위치를 확인한 후 도브테일과 플레이트를 맞추고 고정나사를 조인다.

즈가 됩니다.

④ 안전나사가 고정나사보다 아래인지 확인하고 고정나사를 조인다. 고정나사가 사선으로 아래에서 위
로 경통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5) 파인더 설치
① 파인더 브라켓에 있는 6개의 파인더 고정나사를 균형 있게 풀어 둔다.
② 파인더 브라켓에 파인더를 넣은 후 6개의 고정나사를 균일하게 조여서 파인더를 고정시킨다.
③ 파인더를 경통에 끼운 후 파인더 브라켓 고정나사를 잠근다.
6) 접안부 설치
① 접안 어댑터에 접안렌즈를 끼우고 접안렌즈 고정나사로 고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접안렌즈를 설치
하면 천정 부근을 볼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천정 미러가 있다면 천정 미러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편이 좋다.
② 경통 접안부에 천정 미러를 끼운다.
③ 천정 미러에 접안 어댑터를 끼워 고정시킨 후 여기에 접안렌즈를 끼워 고정시킨다.

3. 높이 4cm짜리 빨간 골판지를 대물렌즈 앞쪽

4. 지름이 14cm인 볼록렌즈가 접안렌즈가 됩니

에 둘러 경통 후드를 만들어 줍니다. 경통의 가

다. 가운데가 뚫린 대물렌즈와 지름이 같은 원의

운데와 끝에는 빨간 도화지로 만든 띠를 둘러 경

중심에 볼록렌즈를 붙입니다.

통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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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4
/15

5. 4cm 높이의 종이 뒷면에 띠를 붙입니다.

6. 그 위에 렌즈를 놓고 둥글게 말아줍니다.

5~8
/15

9~11
/15

7. 가로 21cm짜리 파란 도화지를 말아 둥글게
12~15

말아 끼워주면 초점나사와 접안렌즈가 하나가된

/15

작은 경통이 만들어 집니다.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별의 의미를 알고 동양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중

별의 의미를 알고 동양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별의 의미를 알고 있으나 동양의 별자리에 대해
말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상

별의 의미를 알고 서양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중

별의 의미를 알고 서양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별의 의미를 알고 있으나 서양의 별자리에 대해
말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상

동서양의 별자리의 의미를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중

동서양의 별자리의 의미를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

동서양 별자리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상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

중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하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상호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관찰

관찰평가지

가-1. 자기/동료평가지(1~4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8. 이 경통을 대물렌즈가 있는 큰 경통에 끼우면

자료출처

동료평가
<완성>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이 완성됩니다.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0309_C0295#this
(EBS 클립 뱅크–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상

평가
중

하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동양 별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모둠원과 의사소통을 잘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동양 별자리의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으며 협동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였다.

가-2. 자기/동료평가지(5~8차시)

굴절 망원경 만들기)
평가방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평가기준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서양 별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모둠원과 의사소통을 잘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서양 별자리의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으며 협동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였다.

※ 평가 노하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평가
를 진행하도록 하며 평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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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트폴리오 평가지(9~11차시)

[부록2]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모둠별
평가
(25)

주제선정
자료수집
자료정리
발표
모둠별 협동

4

3

2

1

<학생 산출물>

동서양 별자리 이야기를 잘 선정하였다.
동서양 문화가 들어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였다.
자료를 정리하고 활용을 잘 하였다.
동서양 문화적 차이가 드러날 수 있게 발표
를 하였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협동을 잘 하였다.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평가
중(25이상),
(50)
하(25미만)

상

중

상

※ 평가 노하우: 학생들의 평가를 모둠평가와 개인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융합인재교육의 기본 능력을 향상하도록 평가한다.

학습지 활동 자료
라. 관찰평가지(12~15차시)
번호

이름
상

지식
~ 수 있다.
중

<별자리 관측>

태도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상

중

하

※ 평가 노하우: 모둠원의 협력하는 태도가 향상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평가의 결과는 공
개적으로 하며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평가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교과학습발달상황

(과학)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음. 또한 하늘의 별자리의 생활화를 통해
하늘을 보고 계절을 맞출 수 있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사회) 동서양의 별자리의 비교를 통해 동서양의 생각의 차이와 문화에 대해 이
해할 수 있음.
과학적 탐구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여하는 태도가 바람직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매우 훌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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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관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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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 관련 활동>

학습지 활동 자료

<천체 관련 부스 운영>

학습지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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