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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좌우로 정렬’

그림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찍은 행성정렬

수성·금성·토성·화성·목성 오늘밤부터 한달간 한줄로 떠
20일 새벽 하늘에 수성·금성 등 태양계의 5개 행성이 줄지어 늘어서는 ‘우주쇼’가 벌어진다. 2005년
1월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미국의 천문관측 전문 사이트 ‘어스스카이(EarthSky)’에 따르면 오는 20일 새벽 6시 34분(이하 한국
시각)쯤 수성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면서 하늘에 5개 태양계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5개 행성은 동남쪽 지평선에서 남쪽 하늘 높은 곳으로 수성·금성·토성·화성·목성 순으로
정렬한다.
19일부터 밤을 새운다면 다섯 행성이 차례로 하늘에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19일
밤 10시쯤 목성이 동쪽 하늘에 떠오른다. 이어 두 시간이 지나 자정 무렵에 화성이 떠오르고, 금성과
토성은 20일 오전 5시 14분쯤 동남쪽 지평선에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해 뜨기 70분 전인
오전 6시 34분에 수성이 지평선 위로 올라온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해 뜨는 시간은 7시
44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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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행성이 한 하늘에 늘어선 모습은 20일부터 한 달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5개 행성 정렬은
2004년 12월 15일에서 2005년 1월 15일까지 일어났다. 새벽 하늘에서 다섯 행성을 찾는 건 쉽다.
새벽에 가장 밝은 금성을 동남쪽 하늘 지평선 위에서 찾으면, 그 왼쪽 아래에 막 떠오른 수성과 오른쪽
위의 토성을 찾을 수 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처녀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스피카가 보인다.
쌍안경으로 보면 붉은색이 도는 화성과 푸른빛이 도는 스피카를 구별할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9/2016011900201.html)

이들 행성들은 왜 나란히 정렬해서 보이는 걸까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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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하늘을 관측하면 종종 여러 행성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나란히 서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행성은 왜 나란히
정렬해서 보이는 걸까요? 그림이나 글로 설명해 보세요.

2. 자신이 생각하는 지구와 달의 상대적 크기를 그려보세요. 지구와 달은 어느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는 걸까요?

3. 지구와 달의 부피비율이 49:1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점토로 어떻게
지구와 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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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및 태양계 행성들의 상대적 크기

※ 명왕성은 2006년부터 행성에서 퇴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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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아래의 표에 적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세요.

2. 앞 시간에 만든 지구와 달을 사용하여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이고, 지구의 둘레는 약40000킬로미터, 달의 둘레는 약11000
킬로미터입니다.

3.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거리가 3미터 라고 한다면 각각의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아래의 표에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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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계의 원리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레이저빛을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므로 레이저를 쏘아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빛의 속도에 걸린 시간을 곱하여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정밀하게 거리를 재거나, 아무 멀리 떨어진 대상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까지의 정밀한 거리를 재는 경우에도 레이저 거리측정계를 사용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달의 표면에 반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이 거울에 레이저를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지구에서 달 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장기간의 측정 결과 달이
지구로부터 일년에 3센티미터씩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달 표면에 설치된 거울 모습

천문단위(AU, Astronomical Unit) 이란 무엇일까요?
우주에서의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5천만 킬로미터이며 이 거리를 1 천문단위 라고 부릅니다. 이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태양계 내의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별
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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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은 왜 행성에서 퇴출되었나요?

명왕성은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톰보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태양계의 9번째의 행성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2006년에 행성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원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하며 그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달인 카론을 가지고
있으며 공전궤도는 다른 행성들과 달리 기울어져 있으며 때로는 해왕성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명왕성 밖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수많은 천체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명왕성은
왜소행성으로 분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9번째 행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10배이상 크며, 태양계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이 1~2만년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류는 이 행성을
발견해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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