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우주과학

주관캠퍼스 소개

Astronomy and Space Science

소백산천문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현대천문학의 서막을 열었으며, 대덕전파천문대를 세워 관측영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천문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은 1974년 국립 천문대로 탄생한 이래
전파영역으로 확대하고 보현산천문대를 설립, 미래천문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광학, 전파, 이론, 관측 천문학 연구와 함께 우주천문학 연구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우주에 대한 탐구'라는 순수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온 우수한
천문학의 전통,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첨단시설과 눈부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천문학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천문학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www.kas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Tel : 042-865-3332
Fax : 042-861-5610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 개요
천문우주과학은 천체 및 우주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천문 관측 및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우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이에 사용되는 천문 기기의 개발 및 활용 기술을 배운다.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가진 인재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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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is the national astr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established in 1974. KASI open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astronomy
via the establishment of the Sobaeksan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expanded the
observational wavelength range to radio via the establishment of the Taeduk Radio Astronomy
Observatory, and made a stepping stone to jump into the future of astronomy via the
establishment of the Bohyunsan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KASI encompasses wide
variety of research areas such as optical, radio, theoretical and observational astronomy and
is expanding its reach through to astronomical researches in space. Doing both pure scientific
researches on the Universe and developing space-related techniques, we are leading the
space science era of the 21st century. Utilizing the brilliant astronomical history of Korea
which dates back several thousand years, as well as modern astronomical facilities and
instruments, and new scientific products, KASI will activate Korea astronomical research
activities and become one of the top astronomy research institutes in the world. We hope
to have good relationships and engage in cooperative work with other institutes and nations.

INTRODUCTION OF MAJOR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s an academic discipline studying natu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celestial objects and outer space. Students investigate the universe
scientifically through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theoretical research; they learn the skills
to develop and utilize astronomical instruments. We aim to educate students as internationally
competent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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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천체 및 우주공간 연구를
통하여 자연 현상을
이해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세계수준의 천문우주과학 인재양성
연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
근거리에서 교수의 연구 노하우 습득

연구부문

국제공동연구 추진
대형시설장비 이용 연구 수행
국책 대형 프로젝트 참여 연구 수행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 및 우수한 교육 시스템 개발
연구현장 중심 교육 강화
교수와 학생의 소통 강화

연구부문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장비 활용 연구 강화
팀 구성, 공동 연구 강화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주로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박사후연수원 과정을 거쳐
교수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되는 길과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유관 분야 산업체로 진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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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Understanding the
Universe, Developing
our capability to study
the Universe, and
Training future leaders
for the study

DEVELOPMENT GOALS
Education

Training most competitive astronomers

sector

Training them to be professional
Man-to-man training closely with researchers

Research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sector

Efficient access to large international astronomical facilities
Participation in national large astronomical projects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Developing opportunities for distinguished students

sector

Boosting Early exposure to professional research
Encouraging daily close communica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Research

Develop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sector

Boosting research using large international astronomical facilities
Encouraging a world leading research team

AFTER GRADUATION
After graduation, most students may find Post-doctoral positions in astronomical universities
or institutes in USA, Europe, Asia,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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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물리학
∙ 전자공학
∙ 지구과학
∙ 천문･기상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현대천문학 | Modern Astronomy
우주물리학 | Space Physics
천체물리학 | Astrophysics

∙ 항공･우주공학

전파천문학 | Radio Astronomy
관측 천문학 | Observational Astronomy
학부 선수 권장과목

항성천문학 | Stellar Astronomy

∙ 일반천문학 등

성간물질과별탄생 | Interstellar Medium and Star Formation
외부은하천문학 | Extragalactic Astronomy
우주론 | Cosmology
천문관측기기 |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고천문학 | Ancient Astronomy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우주과학특강 | Special Topics on Space Science
천문우주과학특강 | Special Topics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천문통계분석법 | Statistical Analysis of Scientific Data
세미나

서양과학기술사 | History of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Seminar)

외부은하 세미나 | Extragalactic Astronomy Seminar
우주론 세미나 | Cosmology Seminar
우주환경세미나 | Solar and Space Weather Seminar
적외선 외부은하 세미나
| Seminar on Extragalactic Infrared Astronomy
천문우주세미나 | Astronomy and Space Science Seminar
천체역학 세미나 | Celestial Mechanics Seminar
성간물질 세미나 | Seminar on Interstellar Medium
별과 행성의 탄생 세미나 | Seminar on Stars and Planets formation
태양물리 세미나 | Seminar on Solar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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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현대우주론 | Modern cosmology

▶

우주론 | Cosmology

천문관측기기개론

▶

천문관측기기 |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 Fundamentals of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고급천체물리학 | Advanced Astrophysics

▶

천체물리학 | Astrophysics

궤도 역학 | Orbital Dynamics

▶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별의구조와진화 | Stellar Structure and Evolution

▶

항성천문학 | Stellar Astronomy

별의탄생 | Star Formation

▶

성간물질과별탄생 | Interstellar Medium and Star Formation

성간물질 | Interstellar Medium

▶

성간물질과별탄생 | Interstellar Medium and Star Formation

외계행성 | Extrasolar Planets

▶

항성천문학 | Stellar Astronomy

외부은하 천문학 1 | Extragalactic Astronomy 1

▶

외부은하천문학 | Extragalactic Astronomy

외부은하 천문학 2 | Extragalctic Astronomy 2

▶

외부은하천문학 | Extragalactic Astronomy

외부은하 천문학 특강

▶

외부은하천문학 | Extragalactic Astronomy

▶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위성항법시스템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우주과학특강 | Special Topics on Space Science

자기권플라즈마물리학 | Magnetospheric Plasma Physics

▶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전리권고층대기물리학

▶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

고천문학 | Ancient Astronomy

태양물리학 | Solar Physics

▶

우주과학응용 |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한국천문역법연구 | Studies of Korea Astronomical Almanac

▶

고천문학 | Ancient Astronomy

| Special Topics In Extragalctic Astronomy
우주측지이론과 응용
| Space Geodesy: Theory and Application

| Ionospheric and Upper Atmospheric Physics
천문의기복원연구
| Studies of Ancient Astronomical Instruments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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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우주과학특강
Special Topics on Space Science
1.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인 태양에 대한

고천문학
Ancient Astronomy
한국 천문의기의 종류별 구조별로 살펴보고, 복원 사례 및 복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전반적인 물리 이해
2. 우주 플라즈마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적 배경을
습득
3. 본 과목은 전리층/고층대기의 기본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우주환경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리층/고층대기의 각종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측 천문학

4. 우주측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측자료활용

Observational Astronomy
천문학 및 우주 과학에 있어 '관측'은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천문학/우주과학 관측
기법의 기초에서부터 심화된 자료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수강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자료를 적절히

우주론
Cosmology
상대성이론 및 배경우주론 강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구체적인 방향은 개설

우주물리학

분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Space Physics
태양-지구계 물리학 및 역학적 전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간물질과별탄생
Interstellar Medium and Star Formation

전파천문학

성간물질의 구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분자운에서 별의

Radio Astronomy

생성의 제 과정을 이해한다.

전파천문학의 기본 개념과 전파망원경의 기본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전자기파의 기본 특성, 전자기파의 편광, 전파망원경의 기본원리,

외부은하천문학
Extragalactic Astronomy
본 강좌에서는 현대 외부은하 천문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다룬다. 강의의

전파관측의 Calibration, 전파간섭계의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본 강의는
Tools of Radio Astronomy (4th ed., K. Rolfs and T. L. Wilson)의
1장-8장을 교재로 사용한다.

목표는 우리은하 바깥에 존재하는 천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하들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은하를 구성하는 요소들, 은하의

천문관측기기

분류, 동역학적 특성, 환경,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 등을 관측적, 이론적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측면에서 폭넓게 살펴본다.

현대 천문우주과학에 활용되는 관측 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과학응용
Space Science and Applications

천문우주과학특강

1.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인 태양에 대한

Special Topics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전반적인 물리 이해 2. 우주 플라즈마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본 특강에서는 천문우주과학학의 여러 분야들 중 매우 특화된 주제를

정립하고 이론적 배경을 습득 3. 본 과목은 전리층/고층대기의 기본적인

선정하여 깊이 파고드는 강의를 제공한다.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우주환경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리층/고층대기의 각종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우주측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측자료활용

천문통계분석법
Statistical Analysis of Scientific Data
현대 천문우주과학에서 활용되는 통계분석법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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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천체물리학

Seminar Course

Astrophysics
천체와 우주를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복사기작으로
천체와 우주로부터의 신호를 이해한다.

별과 행성의 탄생 세미나
Seminar on Stars and Planets formation

항성천문학

별과 행성의 탄생 연구주제 토론

Stellar Astronomy
성간물질에서의 별의 탄생을 간략히 소개하고, 별의 질량에 따른 다양한
진화경로와 별의 종말을 이해한다. 주계열성, 왜성, 적색거성, 초거성,
점근거성, 헬륨섬광, 수평열, 신성, 초신성, 백색왜성, 행성상성운, 중성자별,
펄사, 검은구멍 등의 용어와 내용을 이해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중원소의
기원을 이해한다. 외계행성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최근의
연구결과와 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

서양과학기술사
History of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서양 천문학사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서양과학기술사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동서양 과학기술 및 교류사 연구를
위한 지식을 함양한다.

Understanding several exoplanet detection methods and studying
the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성간물질 세미나
Seminar on Interstellar Medium

현대천문학

성간물질 연구주제 토론

Modern Astronomy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천문학의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외부은하 세미나

성간물질, 별의 탄생 및 죽음, 우리은하, 외부은하 및 우주론을 망라하는

Extragalactic Astronomy Seminar

천문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성 은하를 포함한 외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경향에
대한 발표 수업

우주론 세미나
Cosmology Seminar
우주론 세미나

우주환경세미나
Solar and Space Weather Seminar
태양 및 우주환경에 대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익히고 교류하여, 국제적인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목은 매 학기 개설한다.

적외선 외부은하 세미나
Seminar on Extragalactic Infrared Astronomy
적외선 외부은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읽고 발표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도
소개해 연구 방향을 토의한다.

천문우주세미나
Astronomy and Space Science Seminar
천문우주 연구주제 토론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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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천체역학 세미나
Celestial Mechanics Seminar
천체역학 논문 강독 및 발표

태양물리 세미나
Seminar on Solar Physics
태양물리 연구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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