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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실에서 바라본 저녁하늘

나도사진작가나도사진작가

천문과학관 (2013-03-01)

태양계 행성중 가장 큰 행성인 목성입니다. 요즘 관측할 수 있습니다.

목성입니다.
천문과학관 (2012-07-10)

핸드폰으로 찍은 토성입니다.^^

토성

천문과학관 (2012-06-06)

6월 6일 07시 10분경 우리 일생의 마지막 금성태양면 통과 천문현상이 있었
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분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관측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방향의 좌측부분의 검은색 동그라미가 금성입니다.

금성 태양면 통과
천문과학관 (2012-02-21)

1년만에 찍어보는 오리온 성운입니다.

오리온자리에 위치해 있는 발광성운으로 

망원경으로 보면 뿌연 안개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M42 오리온 성운

천문과학관 (2012-01-24)

거의 1년 만에 시리우스를 사진으로 담아 보네요...

겨울철 별자리인 큰개자리에서 가장밝은 별입니다.

등급은 -1.47 등급으로 태양, 달, 목성, 금성을 제외한 별(항성)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북극성이 가장 밝은별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늑대의 눈을 뜻하는 천랑성 으로 불려집니다.

우연하게도 동서양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별이네요..

BRC250mm, Pentax K100Ds

1년만의 시리우스
천문과학관 (2012-01-24)

정말 오랫만에 달을 찍어 봤습니다.

바쁜 운영시간에 틈을 내서 잠깐 찍었는데

촛점이 조금 안맞은것 같네요..;;

400mm 반사굴절 망원경, 150mm 굴절망원경, Pentax K100Ds

오랫만의 달사진

천문과학관 (2011-07-26)

몇일전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맑게 개인 저녁하늘 입니다.

관측실에서 바라본 저녁하늘
천문과학관 (2011-05-15)

2011년 5월 14일 밤하늘 입니다. 30초 노출로 360장 연결했습니다. 약 3시
간 일주사진 입니다. Canon 5D 24-70L F5.6 30s × 360장

장흥읍 야경과 별의 일주

(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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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과학관 (2011-03-15)

겨울철 별자리인 큰개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 등급은 -1.47등급 인 시리우스 입니다.

태양, 달, 금성, 목성 을 제외한 천체중 가장 밝은 별 입니다.

요즘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시리우스
천문과학관 (2011-02-18)

2011년 2월 18일 태양의 모습입니다.

요근래 나타난 흑점중 가장 많은것 같네요.

몇일전에는 가운데쯤에 있는 흑점들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하네요.

태양의 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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