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해설 씨트

E-3 자전에 의해 생기는 낮과 밤

E-2 지구 공전 달력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본이 위치해 

있는 자리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공전 궤도)상의 오늘의 

지구 위치를 나타냅니다. 지구 

앞에 서서 태양을 보십시오. 이때 

정면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가 

오늘의 탄생 별자리입니다. 당신이 

태어 난 날의 장소에 서서 태양을 

보십시오. 정면에 보이는 별자리가 

당신의 생일 별자리입니다.

E-11 태양의 높이와 에너지의 양

E-7 하늘의 색

E-10 자전축의 경사와 사계절

E-14 달은 지금 어디에?

북극에서 본 지구를 나타낸 이 

장 치 는  2 4 시 간 에  한 바 퀴 씩  

돕니다. 일본이 지구의 자전으로 

그림자 부분에서 벗어나면 아침이 

되고, 지구 반대측 뉴욕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부분에서 그림자 

부분으로 들어 가면서 저녁때가 

되고 밤이 다가옵니다. 지구는 24

시간에 한바퀴 돌고 있으므로, 1

시간에 15도 회전하는 셈입니다.

태양광선에는 적색·오렌지색·

황색·황녹색·녹색·청색·자색 

등 의  빛 이  포 함 되 어  있 으 며 ,  

적색이나 오렌지색 빛에 비해 

청색이나 자색 빛은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산란되기 쉬운 성질을 

가집니다. 이 장치는 낮, 밤에 

태양 위치에 따라 빛이 공기 속을 

지나면서 거리가 달라져 이로 인해 

색이 변하는 것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봄 부 터  여 름 ,  가 을 ,  겨 울 로 ,  

일본은 계절이 변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어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태양에 대하여 기울어진채 

공전하는 지구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치의 난간을 돌려서 일본에 닿은 

태양빛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왜 여름에 

무 덥 고  겨 울 에 는  추 울 까 요 ?  

일본열도를 태양전지로 만든 이 

장 치 는  지 표 가  받 아 들 이 는  

에너지의 양을 전기로 나타냅니다. 

태양의 높이가 변하면 지표가 

받 아 들 이 는  에 너 지 의  양 도  

변합니다.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여 

태양의 높이와 지표가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보름달이 뜰 무렵에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새벽에는 달이 집니다. 

그러나 반달이 뜰 무렵 등에는 

낮에도 흰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약 27.3일만에 

공전하는데, 이 장치는 태양과 

지구, 달의 관계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표시합니다. 지구상의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가정하며 장치를 

관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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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 태양의 높이와 에너지의 양

E-1 지구 탄생 타임 스코프

E-2 지구 공전 달력

E-3 자전에 의해 생기는 낮과 밤

E-5 오로라

E-6 유성

현재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E-9 태양의 높이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높이 차이를 실험을 통해 봅시다

E-10 자전축의 경사와 사계절

E-7 하늘의 색

왜 낮의 하늘은 푸르고 해질 무렵의 하늘은 붉은빛으로 보일까?

계절에 따라 태양 빛이 비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왜 그럴까요?

E-14 달은 지금 어디에?

밤이 되면 뜨는 달.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E-16 달의 차고 기움

당신 자신이 지구가 되어 달의 차고 기움을 체험해 봅시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오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센다이는 낮인데 뉴욕은 밤, 왜일까요?

왜 센다이에서는 오로라를 못보나요?

밤하늘에 흘러가는 유성의 정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