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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름 없이 맑게 갠 어두운 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별이 빽빽하게 들어찬 찬란한 하

늘을 볼 수 있다(그림 1.1). 하늘에 보이는 이 수천 개의
별빛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
쳐 왔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것처럼 보인다. 태양과 달 이외에도 별들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움직이는 천체들이 있는데, 방황하는 사람을 의
미하는 그리스 단어를 따서 행성(planets)이라 불렀다.
천구상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행성들이 별들보
다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행성은 태

인간은 그 존재의 시작과 더불어 하늘을 경외하였다.

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이다. 현재의 정의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종교적 신화와 신들이 보낸 전조와 관련된 인

(제7장) 태양 주변에는 8개의 행성이 있다：수성, 금성,

물들을 하늘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종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비교적 큰 천체

교와 점성술적 미신과 별개로 진짜 천문학이 시작되어 발

인 행성 이외에도 태양을 돌고 있는 많은 다양한 작은

전해 왔다. 사람들은 하늘을 그 자체로 공부하기 시작한

천체들이 있다：왜소행성, 소행성, 혜성, 유성체(제8장).

것이다.

대부분의 행성은 위성 또는 달을 갖고 있다. 행성, 달,
소천체들은 핵융합으로 스스로 빛을 만들지 않고, 대신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낸다.

1.1 천체
17세기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광활한 거리
때문에 단지 희미한 점으로 보이지만, 별들은 태양과 유
사한 천체라는 현대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우리는 태양
과 별들이 뜨겁고 빛을 내는 기체의 구(球)이며, 수소를
헬륨과 중원소로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제11장).
사실 별들은 엄청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광대
한 거리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

태양계의 중심에서 태양은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제13장). 태양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항성
으로 태양의 연구로부터 다른 별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고작 수천 개지만, 작
은 망원경만 사용해도 수백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별
들은 관측되는 특성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별들은 태양과 같고, 이러한 별들을 주계열성(main
sequence stars)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별들은 훨씬
큰 거성(giants)이나 초거성(supergiants)이고, 어떤 것은
훨씬 작은 백색왜성(white dwarfs)이다. 별의 형태 차이
는 별이 진화함에 있어 다른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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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별이 빛나는 하늘의 찬란함은 도시의

광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볼 수 있다.
(사진출처：Pekka Parviainen)

그림 1.2 플레이아데스는 가장 유명한 산개성

단 중 하나이다. 가장 밝은 6개의 별은 육안으
로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은 별빛을 반사하는
주변의 성간기체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 (사진
출처：NASA, ESA, AURA/Caltech, 팔로마 천문대)

많은 별들은 변광성(variable stars)으로 이 별들의 밝기는

stars)에 속하여 공통의 질량중심을 중심으로 궤도운동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을 한다(제10장). 또한 여러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다중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가장 새로운 천체들

성계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중에는 밀집성(compact stars), 즉 중성자별(neutron stars)

더 많은 별들의 집합은 성단(star clusters)이다(제17

과 블랙홀(black holes, 일명 검은구멍)이 있다. 이 별들에

장). 산개성단(open clusters, 그림 1.2)은 보통 수백에서

는 물질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고 중력장이 너무 강해서

수천 개의 별들을 포함한다. 비교적 최근에 같은 공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일반상대성

영역에서 함께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각자 자신의 길로

이론이 물질과 공간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갈라지게 된다.

태양은 외톨이 별이지만, 많은 별들은 쌍성계(binary

구상성단(globular clusters, 그림 1.3)은 수십만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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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헤라클레스자리의 구상성단

M13은 100만 개가 넘는 별을 갖고 있
다. 이 성단은 육안으로 보면 작고 뿌연
흔적처럼 보인다. (사진출처：Palomar
Observatory)

백만 개의 매우 늙은 별들을 포함한다.

된 물질은 성간물질과 섞이게 된다.

성간 공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진

육안이나 쌍안경으로 보았을 때 구별되는 모든 별들

공에 매우 가깝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

은 우리은하(Miky Way, 은하수)에 속한다(그림 1.5, 제

고, 주성분인 수소와 헬륨 원자와 더불어 미량의 중원

18장). 우리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

소, 분자, 티끌로 구성된 성간물질(interstellar medium)

(galaxy)라는 별의 집단이다(그림 1.6, 그림 1.7, 제19

을 포함한다(제16장). 성간물질은 균일한 안개처럼 공간

장). 우리은하를 빛의 속도로 횡단하는 데 대략 10만 년

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름들로 이루어졌다(그

이 걸린다.

림 1.4).

우리은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하 중 하나

성간물질이 응축하여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 응축

에 불과하다. 은하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된 구름의 밀도, 압력, 온도 등이 충분히 높아지면 핵융

은하들은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합 반응이 시작되어 그 에너지를 방출하여 새 별이 빛나

은하군(galaxy groups), 좀 더 큰 은하단(galaxy clusters),

게 된다(제12장). 수백에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 에너지

매우 큰 초은하단(superclusters)의 계층적인 집단을 이

원이 고갈되는데, 그 이후의 진화는 별의 질량에 따라

루고 있다.

달라진다. 가장 가벼운 별들은 냉각해서 희미해지지만,

은하들은 우리의 관측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거리에서

무거운 별들은 행성상성운(planetary nebular)으로 질량

관측된다. 일부 은하의 중심핵은 퀘이사(quasar)로 관측되

의 일부분을 성간 공간으로 내보거나 초신성(supernova)

는데, 그중 가장 먼 것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도달

으로 폭발한다. 결과적으로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변환

한 빛은 우주의 나이가 현재의 1/10일 때 방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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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백조자리의 북아메리카성운은 성간기체의 거대한 구름이다. 근처 별들의 빛을 받아서 빛나기 때문에 성운이 배경보다

밝게 보인다. 그러나 성운 자체는 매우 흐려서 눈으로 관측하는 것은 어렵다. 오른편에 있는 밝은 별은 백조자리 알파별(데네브)이
다. (사진출처：M. Poutanen and H.Virtanen)

1.2 천문학의 역할
하늘의 현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

교적 의식과 예언은 천체의 위치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측정법이 점점 정확해졌고, 천체의 운동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켰다. 크로마뇽인(Cro-Magnon men)은 30,000년 전에 달

항해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대, 즉 모항(母港)에서 점

의 위상을 나타내는 조각을 뼈에 새겨 넣었었다. 이 달

점 더 멀리 항해하여 나가던 때에 천문학은 위치를 결정

력들은 가장 오래된 천문학적인 기록이며, 문자에 의한

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기록보다 25,000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항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7, 18세기 천문학에 주어

농업은 계절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였고, 종

진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행성과 다른 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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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

는 뿌연 띠처럼 보인다. 400년 전 갈릴
레이가 관측하였듯이, 망원경을 사용하
면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졌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은하(은하수)
는 편평한 원반 형태의 별의 집합체이
다. 우리 태양계는 원반의 중앙평면 가
까이에 있으므로 그 평면 방향으로 많
은 별들이 보인다. 평면에서 벗어난 방
향은 별의 밀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원
반은 또한 불균일하게 분포된 성간기체
와 티끌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 방향
의 관측을 방해한다. 사진의 아래쪽에
은하수가 2개의 가지로 나뉜 것처럼 보
이는 이유는 배경 별빛이 성간물질에
의하여 차폐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출
처：Pekka Parviainen)

운동에 관한 정밀한 표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발견되면서 이루어졌다.

발전의 기초는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

천문학 연구는 지구 중심과 인간 중심의 개념에서 인

1543),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 케플러(Johannes

간과 지구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현대의 방대한 우

Kepler, 1571－1630),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주관으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다. 천문학은 우

그리고 뉴턴(Isaac Newton, 1642－1727)에 의해서 행성

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실제 크기를 가르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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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M31은 우리은하와 비슷한 별의 집합체
이다. 별과 성간물질은 나선팔에 집중되
어 있다. M31의 형태는 납작하고 둥근
원반이지만 시선 방향에 비스듬하게 놓
여있어서 달걀 형태처럼 보인다. 대기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맨눈으로 보아도
은하의 중심이 희미하고 뿌연 덩어리로
보인다. M31은 사진에서 밝은 타원으로
보이는 2개의 작은 타원은하를 이웃으
로 갖고 있다. 사진에서 M32는 M31의
중심 바로 아래에 있고, M110은 중심에
서 북서쪽에 있다. 사진에서 위쪽이 북
쪽에 해당한다. 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은하의 별들이다. (사진출처：Bill
Schoening, Vanessa Harvey/REU program/
NOAO/AURA/NSF)

M110(북서쪽에 있음)

동

M31

M32

남

그림 1.7 우리은하와 같은 큰 은하 이

외에도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훨씬 작은
왜소은하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예로
가장 가까운 위성은하인 대마젤란운을
들 수 있다.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
지만 천구의 남극 방향 가까이에 위치한
다. (사진출처：NOAO/Cerro Tololo InterAmerican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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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허블우주망원경의

딥-필드
(deep-field) 영상은 11일에 걸쳐서 촬영
된 여러 사진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 사진에는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알
려진 여러 개의 은하들을 보여준다. 빛
의 속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먼 은하를 관측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진에 포함된 다수의 은하들
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천체들이다. 그
러한 은하들과 가까운 우리의 이웃 은하
들과 비교하면 은하들이 수십억 년에 걸
쳐서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사진출처：NASA)

현대 천문학은 기초과학으로서 인간의 호기심, 즉 자

의 여러 다른 형태를 탐구한다. 천문학은 연구의 대상이

연과 우주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소망에 의해서

나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분류방법에 의하여 세부 분야로

탄생한 학문이다. 천문학은 우주에 관한 과학적인 개념

나뉜다.

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

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의 과학적인 개념’이란 관측, 잘 검증된 이론, 그리고 논

천체이다(그림 1.10). 거의 모든 관측이 대기를 통해서

리적인 추리에 바탕을 둔 우주의 모형을 뜻한다. 관측은

이루어지고(그림 1.9), 상층대기와 자기권은 행성 간 공

항상 모형의 최후 검증수단이 되고 있다. 만약 모형이

간의 상태를 반영한다. 지구는 또한 행성학자들에게는

관측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모형은 바뀌어야 하며, 이러

다른 행성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천체이기도 하다.

한 과정은 어떤 철학적이거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개

우주선과 우주인이 달의 표면을 탐사하고, 표본을 지

념과 신념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구로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달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방
법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1.3 천문학의 연구대상 천체

는 달은 관측하기 용이하고 흥미로운 천체이다.
우주탐사선을 이용하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과 대부

현대 천문학에서는 우주 전체와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

분 위성들, 그리고 일부 소행성과 혜성을 탐구했다. 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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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우주탐사선과 인공위성

을 이용하여 놀랄 만큼 새로운 정
보를 얻고 있지만, 천문학적 관측
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상망원경에
서 수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천
문대들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칠레의 파라날산에 있는 European
VLT도 그러한 천문대이다. (사진
출처：ESO)

장 멀리 있는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근접비행

역학의 기본 법칙을 발표함으로써 천체의 운동은 물리

(fly-by)으로만 관측되었으나, 화성, 금성, 토성의 위성

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것이 태양계의 행성과 지구

타이탄과 몇몇 소천체에는 우주선이 연착륙한 바도 있

를 공전하는 위성에서부터 먼 은하와 은하단의 운동을

다. 이러한 종류의 탐사로부터 태양계 천체들에 관한 지

연구하는 분야인 천체역학(celestial mechanics)의 시작이

식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행성의 지속적인 관측

었다.

은 아직도 지상에서만 가능하고, 태양계의 많은 소천체

19세기 중반에는 분광 스펙트럼이 어떻게 천체의 물

들이 아직도 우주선에 의해서 탐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리적 특성을 알려주는가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별의

천문학자는 태양, 다른 종류의 별, 성단, 우리은하, 외

물리현상을 연구하는 천체물리학(astrophysics)의 시작이

부은하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세부 분야를 전공할 수 있

되었다. 천체물리학의 연구 결과는 특히 태양, 별, 성간

다(그림 1.11).

물질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 중 가장 큰 것은 전체 우

천문학은 관측에 사용되는 파장에 따라 몇 가지 영역

주이다. 우주론(cosmology)은 한때 신학자와 철학자의

으로 분류될 수 있다. 관측에 어떤 파장이 사용되느냐에

관심사였으나 20세기 이후 물리학적 이론과 천문학적

따라서 전파, 적외선, 광학,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천문

관측의 확고한 대상이 되었다.

학 등으로 구분된다.

구면천문학(spherical astronomy)은 천문학의 오래된 분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neutrino)

야로서 천구상의 좌표계와 천체의 겉보기 위치와 운동

와 우주선(cosmic rays)과 같은 입자들도 연구한다. 중력

을 연구한다. 17세기 이전의 천문학은 구면천문학이었

파(gravitional wave)는 가장 최근에 시작된 연구 주제이다.

다. 뉴턴이 1687년 프린키피아(Principia mathematica)에

천문학과 우주연구(space research)는 매우 다른 분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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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달에서 바라본 지구

의 모습. 우주여행 덕분에 지구
의 행성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하
게 볼 수 있었다. 이 사진은 2007
년 일본의 가구야(Kaguya) 달 궤
도선이 촬영한 것이다. 달은 1969~
1972년 아폴로(Apollo) 우주선에
탑승한 인간이 방문한 지구 밖의
유일한 천체이다. (사진출처：JAXA)

그림 1.11 천문학의 변화 추세.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 연구논문의 숫자는 전 분야에 걸쳐서 증가하여 왔으나, 분야별 상대적인

비율은 변하고 있다. 항성천문학 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우주론과 은하에 관한 연구는 가장 우세해졌다. 이 도표는 1981~2009
년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들에 발표된 천문학의 다양한 분야 논문의 상대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임에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연구는
우주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을 연구하며, 그것의 아주 작

1.4 우주의 크기

은 부분만이 천문학 연구이다. 우주연구는 통신, 기후관

천체들의 질량과 크기는 보통 거대하다. 그러나 천체의

측, 항해, 원격탐사, 환경제어, 군사정찰과 같은 주로 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

업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우주천문학(space astronomy)은

자, 원자, 소립자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밀도, 온도, 그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의 관측을 활용하는 천문학 분야

리고 자기장은 지구상에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이다.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한다(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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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eters)

질량
(kilograms)

온도
(kelvins)

밀도
(kg m-3)

은하수
구상성단

태양

가장 먼 은하

지구
달

은하수
중성자별의 중심
가장 가까운 별
Eros(소행성)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백색왜성의 중심
태양
지구

석유운반선

초신성
태양의 중심
물

사람

사람

피세포
빛의 파장

모기

원자

공기

생명체에 적당한 구역

실험실에서 가장 좋은 진공

실험실에서 가장
낮은 온도

혈구
양성자
쿼크(Quark)

DNA 분자
성간가스

양성자
전자

플랑크 길이

그림 1.12 우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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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연의 밀도는 22,500kg m (오
18

-3

빛이 광원에서 지구에 있는 인간 눈의 각막에 이르는

크

데 걸리는 시간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다루는 거리에 관

기의 밀도도 가능하다.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한 일종의 도표를 만들 수 있다(그림 1.12). 빛은 태양으

스뮴, osmium)인 반면, 중성자별에서는 10 kg m
-9

-3

좋은 진공의 밀도는 10 kg m 에 불과하다. 성간 공간

로부터 8분, 해왕성으로부터 5.5시간, 가장 가까운 별로

-21
-3
에서 가스의 밀도는 10 kg m 이거나 그보다 작다. 현

부터는 4년이 걸린다. 우리은하의 중심은 볼 수 없으나

13

대의 가속기는 입자를 10 전자볼트(eV) 정도의 에너지

우리은하 주위의 많은 구상성단들은 대체로 우리은하

로 가속시킬 수 있으나, 하늘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은

중심과 비슷한 거리에 있다. 그림 1.3에 보인 구상성단

20

M13으로부터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20,000년이 걸린

인간이 우주의 방대한 크기를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

다. 남반구 하늘에서 보이는 마젤란운은 가장 가까운 은

간이 걸렸다. 기원전 2세기에 히파르코스(Hipparchos, BC

하지만(그림 1.7), 빛이 그곳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160?－BC 125?)는 이미 달까지의 거리에 대한 꽤 정확한

150,000년이 걸린다. 마젤란운을 관측할 때 지금 우리가

값을 얻어냈다. 태양계의 크기는 태양중심설과 더불어

감지하는 광자는 지구에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을 때

17세기에 알려졌다. 이전의 지구중심설에서는 행성의

마젤란운을 출발한 것이다. 북반구 하늘의 안드로메다은

거리는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

하(그림 1.6)로부터 지금 도착한 빛은 200만 년 전에 그

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태양중심설에서는 그것

곳을 출발한 것이다. 그즈음에 최초로 연장을 사용한 인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양계의 거리는 이미 15세기에

간이었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가 지구에 나타났

잘 알려져 있었다. 별의 거리를 측정하려는 진지한 시도

다. 알려진 천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천체인 퀘이사

들도 있었으나, 1830년대에야 처음으로 성공적인 측정

로부터 지금 우리가 받는 빛은 태양 또는 지구가 생겨나

이 가능하였다. 외부은하의 거리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기 훨씬 오래전에 방출된 것이다(그림 1.8).

10 eV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를 갖기도 한다.

추정은 1920년대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2

구면 천문학

구

면 천문학은 천체의 좌표계, 천체의 방향과 시운
동, 천체관측으로부터의 위치결정, 관측 오차 등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여기서는 천체의 좌표계와 항성의 겉
보기 운동, 그리고 시간의 결정에 관해서 주로 다루기로
하자. 또한 가장 중요한 성표(star catalogue)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관측자는 항상 북반구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든 정의와 방정식들은 양 반구(兩半
球)에 적용될 수 있도록 쉽게 일반화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필요없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구면 천문학에서
는 모든 각(角)이 도(°)로 표시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따
로 언급하지 않는 한 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2.1 대원은 구와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원이다.  와  ′ 은 대원의 극이다.  에서  ′ 에 이르
는 가장 짧은 길은 대원이다.

2.1 구면 삼각법
어떤 두 점  와  ′ 을 통과하는 대원은 하나뿐이다[단,
여기서는 구면 천문학에서 좌표를 환산하기 위해서 필

두 점이 대치점(antipodal)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그러

요한 수학적인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다. 두 점이 대치점이면, 이 두 점을 통과하는 모든 원

만약 평면이 구의 중심을 통과하면 그 구는 대원(great
circle)이라 불리는 원에 의해서 2개의 동일한 반구로 나

은 대원이다]. 대원의 원호  ′ 은 구면상에서 두 점 사
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이다.

뉜다(그림 2.1). 이 평면에 수직이고 구의 중심을 통과하

구면 삼각형(spherical triangle)은 구면상에 놓인 3개의

는 선은 구와 양쪽의 극(pole)  와  ′ 에서 만난다. 만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 중에서 삼각형의 변이 반드시 대

약 구가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 평면과 교차하면 그 교차

원의 호인 것을 말한다. 그림 2.2에 주어진 구면 삼각형

하는 곡선은 소원(small circle)이 된다. 구면 위에 주어진

은 호  ,  와  가 변을 이루고 있다. 만약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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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이  이면, 호  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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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일정하지 않고 삼각형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평
면 기하학과는 달리 삼각형의 2개의 각을 안다고 해서

   rad

세 번째의 각을 결정할 수는 없다. 구면 삼각형의 면적

이 되고, 여기서  는 중심에서 보았을 때 호 AB 가 이루
는 각이다. 이 각은 변 AB 의 중심각(central angle)이라고
한다. 변의 길이와 중심각은 서로 상응하므로 변 대신에

은 구면초과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를 갖고 있다.
Area   

   rad

(2.2)

중심각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 방법을 따르

즉 구면초과는 중심에서 볼 때 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

면, 구의 반지름은 구면 삼각법의 방정식들에 포함되지

지는 입체각과 같다(부록 A.1 참조). 이때 입체각은 스

않는다. 구면 삼각형의 각은 꼭짓점에서 만나는 두 변의

테라디안(steradian)의 단위로 표시한다.

접선 사이 각이나 두 변을 따라서 구와 교차하는 평면

식 (2.2)를 증명하기 위해 삼각형 ∆ 의 모든 변을 연

사이의 이면각(二面角)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구면 삼각

장하여 대원을 만들자(그림 2.3). 그러면 대원들은 ∆ 와

형의 각들은 대문자      로 표시하고, 그 반대쪽

합동이지만 대치되는 다른 삼각형 ∆′ 을 형성한다. 각

에서의 각,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각들에 대응하는 중심

 를 이루는 두 변 사이의 조각 부분    의 면적(그림

각은 소문자   로 표시한다.

2.3에서 어둡게 나타낸 부분)은 분명히 구의 면적  

구면 삼각형의 각의 합은 항상 180°보다 크므로 초과
한 크기는

        °

의      배가 된다. 여기서 각  는 라디안
(radian)의 단위로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각 부분

(2.1)

   와    의 면적도 구 면적의   와  의 비
율을 차지한다.

로서 이 값을 구면초과(spherical excess)라고 부른다. 이

그림 2.2 구면 삼각형은 대원의 3개의 호  ,  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에 상응하는 중심각들은  , 이다.

3개의 조각을 모두 합치면 구의 표면 전체를 덮는다.

그림 2.3 구면 삼각형의 변들을 구면 전체에 연장하면, 원래

의 삼각형 ∆와 같으나 반대 방향인 다른 삼각형 ∆′ 을 만든
다. 어둡게 표시된 면적이 조각 부분    이다.

2.1

15

구면 삼각법

각각의 조각은 같은 삼각형 ∆ 와 ∆′ 의 면적을 포함하

반지름이 1인 단위 구면상에서  점의 위치는 2개의

고 있고, 삼각형 밖의 각 점은 하나의 조각에 속한다. 그

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는  면을 따라서 양의 

러므로            는 구의 면적에다 ∆ 면적

축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측정된다. 또 다른 각  는

의 4배를 추가로 합친 것과 같다.

 면으로부터의 각 거리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 계에서  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  ′ 과 ′ 도 정의
∆ 

그러므로
∆            

이 된다.
평면 삼각형의 경우처럼 우리는 구면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좌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의 함수로 표시한  점의 직각 좌
표는 다음과 같다.
  cos  cos 

′  cos ′ cos ′

  sin  cos 

′  sin ′ cos ′

  sin 

′  sin ′

(2.3)

프라임( ′ )을 붙인 좌표는 프라임이 없는 좌표를  평면
상에서 회전하여 얻을 수 있다(그림 2.5).

표 환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2개의 직각좌표계   와  ′′′ 이 있다고 하자

(그림 2.4). 여기서 ′′′ 계는  계를  축 주위로 각
 만큼 회전시킨 것이다.

′  
′   cos    sin 

(2.4)

′   sin    cos 

직각좌표로 표시된 식 (2.3)을 식 (2.4)에 대입하면 다음
관계식을 얻는다.

그림 2.4 단위 구면상의 점  의 위치는 직각좌표  나 2개
의 각  와  로 표시될 수 있다. ′′′ 좌표는  축 주위로 각
만큼  좌표계를 회전한 것이다.

그림 2.5 회전시킨 좌표계에서 점  의 좌표는  ′   ,
 ′   cos  sin ,  ′   cos  sin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