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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사진 촬영에는 고정 촬영, 추적 촬영, 아포칼 촬영 방식 등이 있다. 이들을
순서대로 알아보자.

1. 고정 촬영
오른쪽 그림은 고정 촬영을 위해 카메라 삼각대 위에 카메
라를 올려놓은 그림이다. 그림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늘을
향해 적당한 시간 노출해서 찍는 사진을 고정 촬영이라 한다.
고정 촬영 대상은 밝은 천체가 좋다. 예를 들면 태양, 달, 행
성, 밝은 별, 별자리 등이다. 이러한 천체들은 해가 진 직후 또
는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을 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늘의 천체와 함께 지상 배경을 1/3 정도
넣어서 찍으면 보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일주운동 촬영
카메라를 하늘의 한 방향에 고정시켜 놓고 오랜 시간(1시간∼12시간 정도) 노출
하면 별들의 일주운동이 사진에 나타나게 된다. 별들은 표면온도에 따라 서로 다
른 색을 내고 따라서 일주운동 사진은 서로 다른 색 별들의 일주 운동으로 아름
다운 사진을 만들어 낸다. 아래 사진은 사방 하늘의 일주 운동을 찍은 결과이다.

동쪽 하늘

남쪽 하늘 북 북쪽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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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하늘

2. 추적 촬영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지상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장시간 카메라를 노출시켜야 필름에 그 모습이 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운동하는 천체를 추적해 주어야 하며,
추적을 위해서는 모터장치가 설치된 가대를 이용하게 된다.

가. 피지 백 촬영법
피지 백 촬영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추적이 가능한 가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추적 촬영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방식은 하늘의 넓은 영역을 찍기 위한 것이며, 추적이 약
간 부정확해도 사진 상에 별이 흐른 흔적은 거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한 가대
위에 경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카메라를 부착
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촬영이 가능
하다.

나. 직초점 촬영법
직초점 촬영법은 망원경에서 얻어진 상이 직접 카메
라(SLR)의 필름(CCD)에 맺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왼
쪽 그림처럼 경통 뒤의 접안렌즈를 제거하고 대신 카
메라를 설치한다.

직초점 촬영 방식 연결 순서

망원경 - T링 - 카메라 몸체
다. 확대 촬영법

확대 촬영이란 직초점보다 확대해서 촬영한다는 의미이다. 직초점 촬영법과 차
이점은 접안렌즈를 넣어 상을 확대한 후 이를 카메라로 찍는 다는 점이다.

확대 촬영 방식 연결 순서

망원경 - 접안렌즈 - 접안렌즈 어뎁터 - T링 - 카메라 몸체
이 방법은 초점이 다른 접안렌즈로 바꿔 끼워 촬영하면 확대 비율도 달라진다
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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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포칼 방식 촬영법
아포칼 방식 촬영은 왼쪽 그림과 같이 망
원경의 접안렌즈 뒤에 렌즈가 달린 카메라
자체를 직접 설치하여 찍는 가장 초보적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
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촬영 방식이다.

교신저자

허두랑(felix8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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