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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joining the Giant Magellan Telescope (GMT) project, Korean astronomers will get 10% of the 
GMT time, starting in the late 2010s. To prepare the GMT era,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current ob-
servational research activities. We surveyed the research programs performed by domestic astronomers dur-
ing 2007A - 2010A period, using optical/near - IR telescopes with a medium to large aperture mirror 
(larger than 4 m). We describe the method and criteria of the survey, and present the results of the analy-
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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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2010년에 거대마젤란 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계획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구경 25.4미터에 해당하는 거대마젤란 망원경은 현재 

구경 8 - 10미터 급의 대형 망원경들을 잇는 차세대 망

원경의 하나로서, TMT(Thirty Meter Telescope), E-ELT 
(European Extremely Large Telescope)와 더불어 관측 천

문학 역사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대 후반부에 GMT가 완성되면 한국은 10%의 지

분을 통해 일 년에 약 30일 가량의 망원경 시간을 확보

하게 되며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될 것이다(김영수 등 2008). 
  GMT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연구진들의 중대형 망원

경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의 관측시설로는 보현산 1.8미터 망원경

을 비롯한 몇 개의 소형 망원경이 있으나 중대형 망원

경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외국

의 대학이나 천문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중대형 망원경 

시간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이런 노력이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한 한국의 중대형 망원경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러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타국의 천문학자들이 관측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망원경이나 혹은 망원경 시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제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국적의 여러 망원경 시간을 확보해 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확보된 국외 망원경 시간들은 국내 

망원경 시간과 더불어 국내 연구자들의 관측연구에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5년 간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

도적으로 진행된 관측 과제들을 조사하여 국내 연구자

들의 관측역량 및 연구주제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국내 기관이 사용료를 지

불하고 확보한 중대형 망원경 시간은 제외하고, 국제공

동연구나 개인연구의 방식으로 관측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을 통해 확보한 망원경 시간으로 수행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관측연구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및 자료 수집에 관해 논하였다. 3장에서는 조

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원경 사용 현황 및 관측내용

의 범위를 분석한 결과를 실었으며 4장에는 토의 및 결

론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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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현황 조사범위 및 자료수집

2.1. 관측연구 조사범위 및 기준

중대형 망원경 사용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구경 4미터 

이상의 광학 및 근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국내기관이 사용료를 지불하여 

구매한 망원경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이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확보한 망원경 시간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국내기관에 소속된 연구

자의 연구로서, 단순한 참여연구가 아니라 관측 제안서

의 책임자(PI) 역할을 했거나 관측수행 혹은 데이터 처

리 및 분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

였다. 넷째, 2007년 전반기 이후에 망원경 시간을 확보

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연구로 2010년 전반기까지 

계획된 관측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연구자들이 중대형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현황 조

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할만

한 선행 조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

한 4가지 기준은 국내 연구자들의 관측연구 전반에서 

특정한 영역을 보기 위해서 치밀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

다. 연구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조사가 가능한 현실적 

내용을 고려해서 세워진 기준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위

의 4가지 기준이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첫째 GMT시대를 앞두

고 국내 연구자들의 관측 역량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구경이 큰 8 - 10미터 급의 대형망원경을 사

용한 관측연구과제들에 대한 조사가 더 바람직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내 연구시설이 아직 소형 망원경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8 - 10미터 급 망원경으로 연구범위를 

제한시키면 총 연구과제 수나 총 관측일 수가 적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샘플이 적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기준을 중대형 망원경으로 

확대하였다. 중대형 망원경이라고 칭할 경우, 구경의 크

기를 얼마 이상으로 볼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상 4미터 급 이상을 중대형 망

원경으로 지칭하는 관례에 따라 구경 4미터 이상으로 

조사범위를 결정하였다. 물론 구경 3미터에서 4미터 사

이에 해당하는 망원경들도 중형 망원경으로 칭할 수 있

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경 4미터를 기준으로 선택하였

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현황 파악을 위해서 국

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은 제외하였다. 국내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연구기관이 사용료를 지불하

고 확보한 중대형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들은 제외하였

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망원경 시간을 얻는 것에 비해, 
관측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와 경쟁을 통해 망원경 시

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연구자들의 관측역량과 연구과제들의 경쟁

력을 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료를 지불하여 확

보한 망원경 시간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

째, 최근의 관측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

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관측 제안서를 낼 때

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관측제안서에 이름이 포함되었거나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이 포함된 경우들 보다는 관측제안서를 

책임진 PI의 역할을 했거나 관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혹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리고 논문집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들이 국

내 연구자들의 관측 역량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인 자료

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대상을 국내 연구자가 주

도적 역할을 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넷째, 조사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면밀한 조사가 이루

어질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상황에 일차

적 관심을 두고 약 3.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

내 연구자들의 관측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기간과 소형에서 대형 망

원경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2.2. 자료수집

관측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2010년 3월에 이메일

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관측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회를 통해 공고를 내는 방식보다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 속한 관측 연구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

내어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메일로 보낸 관측연구 현황 

조사에 답장을 보낸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으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중대형 망원경을 사

용했지만 이메일 답장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메일

로 협조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는 완벽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메

일 답장에 기술할 내용으로는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실

었다.

1) PI 이름, 주도적 역할 유무(외국인이 PI인 경우에 국

내 연구자가 관측 및 데이타 분석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유무), 망원경이름, 기기 이름, 확보된 관측시

간, 관측 기간. 

2) 간단한 관측 방법/내용 기술(예, 근접은하들의 방출

선을 재기위한 긴슬릿 분광, 고적색편이 은하의 색을 

측정하기 위해 3가지 필터를 이용한 측광).

3) 연구주제(혹은 관측제안서의 초록) 및 연구필요성

(science justification)을 간단히 요약. 

4) 중대형망원경 관측을 통해 발표된 논문 목록(주저자, 
연도, 저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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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7년 전반기에서 2010년 전반기의 기간 

동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용한 망원경 별 사

용시간. 빗금친 영역은 분광에 사용된 시간을 나타낸

다.

그림 2.  2007년 전반기에서 2010년 전반기의 기간 

동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된 망

원경 별 연구과제 수. 빗금친 영역은 분광을 수행한 

연구과제 수를 나타낸다.

이메일을 통해 총 20개의 과제가 조사되었으며 답변 내

용이 불분명한 경우들은 추가적인 이메일 교환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 중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논문 목록의 경우는 충실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에 관측이 이루어진 

연구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경우가 다수이며 아직 논문출

판까지 완성된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관측연구 내용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논문출판 유무와 인용횟수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관측연구들의 경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들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내용평가는 이후의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중대형 망원경 사용 현황 및 관측 프로그램 분석

3.1. 중대형 망원경 사용 현황

2007년 전반부에서 2010년 전반부에 해당하는 3.5년 간

의 기간 동안 중대형 광학망원경을 가지고 국내 연구자

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관측 연구과제는 총 20과제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구경 4미터 이상

의 중대형 망원경의 총 사용시간은 50.7 일 밤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학기당 평균 약 3과제에 해당되며 과제

당 평균 약 2.5일 밤의 시간을 할당 받은 것으로 요약

된다. 지난 3.5년간 매 학기 평균 약 7.2일 밤의 시간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중대형 망원경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구경 8 - 10미터 급으로는 일본 국적의 수

바루(Subaru) 8.2미터 망원경과 칼텍과 켈리포니아 대학 

소유의 켁(Keck) 10미터 망원경이 사용되었다. 구경 4 - 
6.5미터 급으로는 미국국립천문대 소속의 KPNO(Kitt 
Peak National Observatory) 4미터 망원경, CTIO(Cerro 
Tololo Inter-American Observatory) 4미터 망원경을 비롯

하여 미국국립천문대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의 몇 개 

대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SOAR(Southern Astrophysical 
Research Telescope) 4.1미터 망원경, 칼텍과 코넬대학이 

소유한 팔로마(Palomar) 5미터 망원경, 미국의 대학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MMT 6.5미터 망원경이 있다.   
  그림 1은 중대형 망원경 별로 사용된 관측시간을, 그

림 2는 중대형 망원경 별로 망원경 시간을 얻은 관측 

과제 수를 나타낸다. 총 7개의 중대형 망원경 중에 수

바루, 팔로마 5미터, CTIO 4미터 망원경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Keck, MMT, KPNO 4미터, SOAR 
망원경은 사용 시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 가

지 특징은 현재 주요한 대형 망원경들로 꼽히는 Gemini
망원경과 VLT(Very Large Telescope)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Gemini는 미국국립천문대 소

속 망원경 중에서도 총 사용가능한 망원경시간에 비해 

관측요구 시간이 많아 시간을 얻기 어려운 망원경이라

는 점이다
１. 또한 VLT의 경우도 유럽의 망원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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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구경 4미터급 이상 

중대형 망원경의 기간 별 총 사용시간.

관측시간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망원경이다. 높은 

경쟁률(oversubscription rate)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관측제안서들도 시간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국내 연구

자들이 Gemini나 VLT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

관되어 보인다. 둘째, 중대형 망원경을 이용한 국제공동

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관측천문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적

으로 유럽 쪽의 관측천문학자들과의 공동연구는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측과제 숫자로는 수바루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연구가 총 6과제로 가장 높으며 이는 국내 

연구진들이 수바루 망원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혹

은 일본 관측천문학자들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거나 혹

은 상대적으로 수바루 망원경 시간 확보가 용이한 것으

로 풀이된다.  
  그림 3은 기간별로 사용된 총 망원경 시간을 나타낸

다. 2008년 전반부의 경우 총 18일 밤의 시간이 확보되

어서 지난 3.5년 기간의 평균인 7.2일의 두 배가 넘은 

반면, 2009년 전반부의 경우는 중대형망원경을 사용한 

연구과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관측 프로그램 

관측 프로그램은 크게 측광과 분광으로 나누어볼 수 있

으며 표 1에 측광과 분광 별 관측 과제 수와 사용된 시

간을 실었다. 지난 3.5년간 분광 연구과제가 총 15개로 

1 NOAO/NSO Newsletter Issue 98, Jun 2009

표 1.  관측 분야별 과제 수 및 망원경 사용시간

과제수 총사용시간
측광 5 12.2 일
분광 15 38.5 일

표 2.  연구주제별 과제 및 망원경 사용 시간

과제수 사용시간 세부분야
과
제
수

사
용
일

은하계
천문학

8 30 일

태양계 2 8
초신성잔해 2 7

항성 
금속함량

4 15

외부은하 
천문학

12 20.7 일

성단 4 8.2
은하 3 3.5

ULIRGs 1 2
AGN 4 7

5개인 측광 연구과제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사용된 

시간도 38.5일 대 12.2 일로 분광 연구에 사용된 시간이 

측광 연구에 사용된 시간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이런 경향은 구경이 큰 망원경이 분광에 더 많이 사용

되는 일반적인 특징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망원경별로 측광

과 분광에 사용된 총시간과 과제 수는 그림 1과 2에 나

타내었다.
  표 2에는 연구내용 별 분류를 실었다. 은하계 천문학

의 주제를 다룬 관측과제가 총 8개로 조사되었고 총 30
일 밤의 시간이 사용되었다. 외부은하 천문학의 경우는 

총 12개의 관측과제가 조사되었고 총 20.7일 밤의 시간

이 사용되었다. 은하계 천문학과 외부은하 천문학의 연

구과제 비율은 2 : 3으로 외부은하 천문학을 다루는 관

측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 사용

시간으로 보면 약 3 : 2의 비율로 은하계 천문학을 다

룬 연구과제들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런 경향은 은하계 천문학 주제를 다룬 연구과

제들이 과제당 평균적으로 더 많은 관측 시간을 할당받

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주제별로는 은하계 천문학 분야에는 태양계, 초

신성 잔해, 항성 금속함량 등의 연구주제들이 포함되었

고 외부은하 천문학 분야에는 외부은하 성단, 외부은하 

관측, ULIRGs(Ultra Luminous Infra-Red Galaxies), 활동

성 은하핵(Active Galactic Nuclei, AGN) 등이 포함되었

으며 국내연구자의 관측연구범위가 다양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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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측 기기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관측기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측광의 경우에는 팔로마 망원경의 LFC(Large Format 
Camera), SOAR 망원경의 SOI(SOAR Optical Imager), 그

리고 수바루 망원경의 MOIRCS(Multi-Object InfraRed 
Camera and Spectrograph)가 사용되었다. 분광의 경우에

는 KPNO 4미터 망원경의 Echelle, CTIO 4미터 망원경

의 파이버 분광기인 Hydra, 팔로마 망원경의 근적외선 

분광기인 Triplespec과 가시광 분광기인 DBSP(Double 
Spectrograph), MMT 망원경의 파이버 분광기인 

Hectospec, 수바루 망원경의 FOCAS(Faint Object Camera 
and Spectrograph), HDS(High Dispersion Spectrograph), 
FMOS(Fibre Multi Object Spectrograph), Keck 망원경의 

근적외선 IFU 분광기인 OSIRIS 등이 사용되었다. 각각

의 기기는 각각의 중대형망원경의 장점을 잘 살린 최상

급의 기기들로 국내 연구자들이 훌륭한 관측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파장별로는 11개의 과제가 

가시광 영역에서 수행되었고 9개의 과제가 근적외선 영

역에서 수행되어 가시광과 근적외선 영역이 약 1:1의 

비율을 보였다. GMT를 비롯한 30미터 급 망원경이 근

적외선에 특화된 망원경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국내 

연구자들이 가시광 영역만큼 활발하게 근적외선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요약 및 토의

지난 3.5년간 국내 연구자들이 주도한 관측연구에 사용

된 중대형 망원경의 총 사용시간은 총 50.7일로 학기당 

평균 7.2일에 해당된다. 구경 4미터급 이상의 중대형 망

원경 중에서 Keck, 수바루, MMT, 팔로마, KPNO, 
CTIO, SOAR 등 7개의 망원경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었으며 이 7개 망원경의 총 시간 중 engineering 
time으로 할당되는 약 10% 시간을 제외하면, 국내 연구

자들에 의해 사용된 시간은 전체 망원경 시간의 약 

0.6%에 해당한다. 물론 국내연구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중대형 망원경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경 4미터급 

이상의 전체 중대형 망원경의 총 시간 중, 국내연구진

이 사용한 시간은 0.3% 미만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중대형 망원경들의 관측시간 중에서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최소한 양적

인 면에서 현재 국내연구자들의 관측연구 활동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형 망원경 사용의 특징으로는 미국과 일본 국적

의 망원경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럽국가 소유의 망원

경의 사용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뿐 만 아

니라 유럽 천문학자들과의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를 늘

려나가는 것이 중대형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연구의 범

위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지난 3.5년 간 국내 연구자들의 관측 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가시광과 근적외선에서 측광 및 분광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대형망원경을 사용한 

연구자들을 보면 소수의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총 20
개의 과제가 조사되기는 했지만 소수의 연구그룹들이 

대부분의 관측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본다면 국내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중대형망원경을 이

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경 25미터의 GMT가 완성되었을 때 한국은 학기당 

약 15일의 관측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중대형 망원경

을 학기당 평균 약 7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하면 GMT 시간은 두 배 가량 많다. 약 십년 

뒤에 GMT와 같은 30미터 급 망원경이 현재 8 - 10미

터 급 망원경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 

주어진 GMT 시간은 현재 국내 관측연구 상황에 잘 맞

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십년이라는 기간동안 국내 

관측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에 

할당된 GMT 시간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국내 관측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대형망원경을 이용

한 관측연구 경험 부족으로 인해, GMT를 구경에 맞는 

연구주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GMT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관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과제를 

통해 얻는 중대형 망원경 시간을 학기당 7일 보다 더 

양적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

들 가운데 소수의 그룹만이 중대형망원경을 사용해왔다

는 점을 볼 때 중대형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연구의 양적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망원경의 확보가 요구된다. 중

대형망원경은 GMT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관측연구의 

역량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post-GMT 시

대에 GMT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절실

히 요구된다. 학기당 15일의 GMT 시간은 대부분 그동

안 8 - 10미터 급 망원경으로 불가능했던 선진 연구과

제들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연구주제

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진 연구의 기초가 될 다양한 

관측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대형망

원경을 사용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

다. 한 학기에 7일 정도의 중대형 망원경 시간을 사용

하여서는 한 학기에 15일이 되는 GMT 시간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GMT시대

를 대비하여 국내 연구진들이 사용할 중대형 망원경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GMT 프로젝트에 들어가

는 거대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중대형 망원경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내연구자들의 관측역량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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