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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variances matrices were estimated from 500 
mock catalogues. We created a theoretical model 
for these statistics by measuring the N-point 
functions in halo catalogues produced by the 
approximate Lagrangian perturbation theory based 
simulation code, PINOCCHIO. We created 
simulations using initial conditions with and 
without the BAO feature. We find that the BAO is 
detected to high significance up to the 4-point 
correl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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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젊은 천문학자 모임(Korea Young Astronomers 
Meeting, KYAM)은 국내 젊은 천문학자들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대면 중심의 활동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
면서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KYAM 운영진은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준비하
여 KYAM의 본 목적을 성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젊은 천문학자들간의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달‘얌마당’이라는 독자적인 대학원생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YAM 회원들간의 오
픈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
어 친목을 다지고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모임을 개최하고 KYAM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로고 공모전을 여는 등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KYAM의 활동을 본 포스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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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천문교육에 활용하여 어떻게 

천문교육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지
능정보기술을 확보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이들 기술
을 활용하여 천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일은 4차산
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1년 8월에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된 충
북대 Pro 메이커스 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에서 다양한 천문교구 개발 및 개발된 천문교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형식교육의 현장 뿐만 아니라 비형
식 교육의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향 후 
메이커스페이스 환경에서 대중천문프로그램이 어떻게 발
전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및 토론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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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PEST 방법론을 적용한 STEAM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는 창의교육을 
위한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는 과학문화 소외지역에 대
한 이동천문대 활용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로, 과
학 문화에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천문에 대한 흥미를 
주어 향후 천문과학의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미
래 직업으로서 천문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
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은 관련분야 전
문가 5명이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 이동천문대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PEST 방법론 적용 및 소외
지역에 대한 현장 적합성 연구를 5회의 워크숍과 전문가 
타당화회의와 Pilot test를 통해 최종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의 적
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이동천
문대는 모든 학생들에게 천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총 11
시간의 PEST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상황제시 1차
시, 감성적 체험 5차시, 창의적 설계 5차시로 구성되어 과
학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높은 수업 만족도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PEST 방법을 적용한 이동천문대 STEAM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천문과학에 대한 과학적 소양과 과
학적 본성을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낼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학년과 지역 
및 위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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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은 2017년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 이어
2020년 제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로 원외 원로에 대
한 구술채록을 시도하였다. 국가 대표 천문연구의 산실로
서 연구원 존재 의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내 원로에 국한
되었던 구술자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그 첫 외부 구술 대상자로 방득룡 전임 노스웨스턴 천
문학과 교수를 선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준비단계에 들어
갔다. 방득룡 前교수가 첫 번째 한국천문연구원 원외 인사 
구술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 천문대1호 망원
경 구매 선정에 개입한 서신(1972년)이 자료로 남아있었
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7년에 수행한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로 참여한 오병렬 한국천문연구
원 원로가 기증한 사료들은 대부분 연구원 태동기 국립천
문대 구축과 망원경 구매 관련 자료였으며 이 가운데 
1972년 당시 과학기술처 김선길 진흥국장에게 Boller 
and Chivesns(社)의 반사경을 추천한 방득룡 前교수의 
서신은 한국 천문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료였다. 연구진
은 이 자료를 시작으로, 방득룡 前교수의 생존 여부와 문
서고의 공기록물들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 세계와 한국천문연구원 문서고 깊숙
이 기록물들 모두에서 상존하고 있었다. 1927년생인 방득
룡 前교수, Dr. John D. R.은 미국 플로리다 한 실버타운
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생존하여 있었고 연구진의 인터뷰
에 흔쾌히 응했다. 

2020년 9월 16일에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세종홀 2층 
회의실에서 영상통신회의로 그와의 구술인터뷰가 진행되
었다. 이 구술인터뷰는 원외 인사가 대상이란 점 외에도 
방법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면 방식이 아닌 영상 인터뷰였
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실험적 시도였다. 
현대 한국천문학 발전사의 재조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
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92년 정년퇴임까지 30년을 
미국 유수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
을 해 온 한국계 천문학자가 우리나라 최초 반사망원경 구
매 선정에 적극 개입하였던 역사는, 공문서 자료들과 서신
사료들에 이어 그의 육성으로 나머지 의구심의 간극이 채
워졌다. 또 구술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이 중요한 아카이빙 콘텐츠 확장의 단초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점을 주었다. 

애초 연구진이 방득룡 前교수의 공식 기록에서 아카이
빙의 큰 줄기로 잡았던 것은 1948년 도미, 1957년 위스콘
신 대학교 천문학 박사학위 취득, 1962년부터 노스웨스턴 
대학(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의 천문학 교수진, 1992년 은퇴
로 이어진 생애였다. 그러나 그와의 구술 준비 서신 왕래
와 구술을 통하여 알게 된 그가 인생에서 중요시 여겼던 
지점은, 1948년 도미 무렵 한국의 전쟁 전 상황과 당시 비
슷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천문학자들의 동태, 그리고 
1957년부터 1962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 
Schwarzschild 교수와 L. Spitzer 교수를 보조하며 
Stratoscope Project를 연구하였던 경험이었다. 기록학
적 의미에서도, 전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시대 한국 천
문학을 이끌었던 인재들의 맥락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세계 천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석학에 
대한 아카이브 정보와의 연계 지점과 방득룡 前교수의 연
구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추후 방득룡 콘텐츠 서
비스 시에 AIP, NASM, Lyman Spitzer 콘텐츠, 평양천
문대, 화천조경천문대,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한국천문
연구원까지 연계되어 전 세계 폭넓은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방득룡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인 

소회가 공식 기록이 다가갈 수 없는 역사적 실체에 일정 
부분 가까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역
사는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연구진은 방득룡 前교수의 회상을 통하여 구술
자 개인의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 천문학계의 공동체 역사
를 재조명할 수 있었고, 이것을 아카이브 콘텐츠 확장 서
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로 연동될 수 있
는 주제어와 검색도구를 구술자 개인의 회상으로부터 유
효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천문 구술아카이브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활
용과 연구 재활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
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LOD(Linked 
Open Data)의 방향성과도 흡사하여 한국천문학 구술사연
구의 차세대 통합형 기록관리의 미래모형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 이 연구는 2020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실에서 기획
하고 원장실과 기록관에서 진행한 제1차 원외 원로 구술
채록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천문우주정보 및 지식확산 
연차실적계획서』 (한국천문연구원, 대전, 2019)에 실은 연
구결과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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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유리 실험으로 알려진 전기방전 실험은 지구초기
대기를 모사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지구에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실험중의 하나이다. 메탄(CH4), 암모니아 
(NH3), 질소(N2) 가스를 주입하고 전기방전으로 에너지를 
가했다. 그 결과 용액에서는 아미노산인 글라이신
(C2H5NO2), 알라닌(C3H7NO2), 히스티딘(C6H9N3O2), 프롤
린(C5H9NO2), 발린(C5H11NO2)이 검출되었고, 기존 Miller 
1953과 Parker et al. 2014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전기 
방전에서는 C2 Swan Band 와 CN emission을 발견하였
다. 이 두 방출선들은 혜성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방
출선들이다.

천문우주관측기술

[포 AT-01] Deep learning classification of 
transient noises using LIGOs auxili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