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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ts. On the contrary, asteroids are rocky 
primitive objects (although some of them contains 
icy volatiles) distributing in the mainbelt between 
Mars and Jupiter orbits. Because of frequent 
encounters in the mainbelt, asteroids have 
experienced a number of repeated impacts until 
the present day. Namel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rmal alternation process of cometary 
volatiles and refractories in the solar radiation 
field, whereas collisional and subsequence 
phenomena of asteroidal bodies. Although recent 
spacecraft observations revealed the physical 
natures on the surfaces of comets and asteroids, 
their interiors still remain largely unexplored.  

It is likely that a sudden brightening of a comet 
is associated with rapid sublimation of internal CO 
and CO2 or phase transition of amorphous H2O. 
An episodic dust ejection from an asteroid is 
causally related to an impact among asteroids, 
sudden sublimation of remaining subsurficial 
volatiles, etc. Because these transient phenomena 
provide rare opportunities to investigate their 
interiors, immediate observations using any optical 
instruments are particular important. In my 
presentation, I will review some examples of such 
transient phenomena in the solar system and 
propose possible collaborative research using the 
Korean Small Telescop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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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about the constellations discovered in 
Ara-Gaya Malisan tomb 13 of late 5th century. In 
December 2018, constellation-shaped grooves were 
newly found on the ceiling of the tomb 13 of the 
Ara-Gaya (42-532 CE.) polity in Haman(咸安). The 
tomb 13 is located at the top/center of the Malisan 
and is one of the largest burial mounds.  

Grooves were found in one of the slabs of the 
grave cover-stone (160 * 80~60cm). The total 
number of grooves are 134 and each groove has a 
diameter of 1.5~4.0 cm. The grooves were made by 
pecking or grinding. From the preliminary study , 
we identified these grooves with traditional 
constellations such as 房, 心, 尾, 箕, 斗, which 
correspond to Scorpius and Sagittarius of modern 

constellations near the Milky Way. 
It shows that advanced astronomy also existed in 

Ara-Gaya tomb while star charts were painted in 
Goguryeo tombs. This carries great importance in 
studying the development and exchange of 
astr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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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n-Gai-Tong-Xian-Tushuo 渾蓋通憲圖說』, 
which was an important astronomical book in 
East-Asia, was published by Li Zhi-zao (李之藻, 
1565-1631) in 1607. This book was including the 
data of stars. We analyzed the data of stars 
recorded in 『Hun-Gai-Tong-Xian-Tushuo 渾蓋通憲
圖說』.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 we assumed 
that the data of stars recorded in 
『Hun-Gai-Tong-Xian-Tushuo 渾蓋通憲圖說』 likely 
referenced knowledge from the ancient Arab/Islam 
culture. In conclusion, we assume a correlation 
with the star catalogue included in 『Almagest』 by 
Ptolemaios. Therefore, we think that this star’s 
data will become important data for comparison 
with the star catalogues published in Arabic/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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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pochs of observation for the 28 
determinative stars in the Shi Shi Xing Jing and 
Cheonsang Yeolcha Bunyajido are estimated by 
using two fitting methods. The coordinate values in 
these tables were thought to be measured with 
meridian instruments, and so they have the 
axis-misalignment errors and random errors. We 
adopt a Fourier method, and also we devise a least 
square fitting method. We do bootstrap 
resamplings to estimate the variance of the 
epochs. As results, we find that both data sets 
were made during the 1st century BCE or the latter 
period of the Former Han dynasty. The sample 
mean of the epoch for the SSXJ data is earlier by 
about 15-20 years than that for the Che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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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lcha Bunyajido. However, their variances are so 
large that we cannot decide whether the Shi Shi 
Xing Jing data was formed around 77 BCE and the 
Cheonsang Yeolcha Bunyajido was measured in 52 
BCE. We need either more data points or data 
points measured with better precision. We will 
discuss on the other 120 coordinates of stars listed 
in the Shi Shi Xing Jing.

석씨성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 도설에 있는 이십팔수 거
성들의 좌푯값을 측정한 연도를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추정
하였다. 이 두 표에 있는 좌푯값들은 자오선 관측 기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값들에는 기기 
회전축이 어긋나서 생기는 오차와 랜덤 오차가 들어 잇다. 
우리는 푸리에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한 최소자승법을 새
로 고안하였다. 우리는 관측 연돗값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두 
성표가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전한 후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석씨성경의 관측 연도가 천상열차분
야에 들어 있는 좌푯값보다 약 15-2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두 연돗값의 분산이 너무 커서 석씨성
경은 기원전 77년 무렵에,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표
는 기원전 52년에 측정된 것이라는 추정은 확인할 수 없
었다. 자료 개수가 더 있거나 또는 측정 오차가 절반 정도
라면 검증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석씨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120개의 별들의 
좌표 등에 관해 논의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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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장으로 된 조선 후기 달력을 발견하였다. ‘성
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지
고 있는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방안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어 ‘고종 31년(1894) 연력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은 태음태양력인 대통력과 시헌력을 왕실의 행
정기관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력은 2년 전에 월력장
을 제작하여 진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연력장처럼 한 해
의 역일이 모두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은 책
력을 사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관상감 
서인(署印)이 없는 연력장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을 ‘대청
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淸光緖二十年歲次甲午時憲
書, 1894)’와 비교하였다. 연력장의 역일은 12 x 12의 방
안에 기록되어 있고 역일 영역의 상부, 좌부, 우부에 역주 
관련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의 역일 중 특정일을 
표시할 때는 역일의 숫자 대신 특정일을 상징어로 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 망, 24기, 잡절(한식, 三伏, 二
社, 토왕용사, 납일)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일 및 
역주 관련 요소가 1894년 시헌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
다. 특기할 사항은 역일 영역 상부에 고종과 그 가족의 탄
일(誕日)이, 역일 부분에 국기일(國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국기일 및 탄일은 1896년 이후에 발간된 책력부터 
기록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이 민간보다는 왕실 혹은 
지방 관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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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천문 자료는 삼국시대 이후 근대 조선까지 다
수가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드문 기록 문화를 보유하고 있
으나, 한문 번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고문헌의 한문 문장 번역은 전문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만큼 소요 시간이 길기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는 인공지능의 적용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으며, 초
벌 번역 수준일지라도 자동번역기의 개발은 유용한 학술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주관하는 2019년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에 한국고전번역원과 공동 참여하여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이 적용된 고문헌 자동번역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천문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으로 자동번역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크게 4가지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에 해당되는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고문헌의 
한자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 줌으로
써 학습에 최적화한 데이터를 최소 6만 개 이상 추출하는 
것이다. 둘째, 추출된 학습 데이터 코퍼스를 다양한 인공
지능 기계학습 기법에 적용하여 천문 분야 특수고전 도메
인에 특화된 자동번역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셋째, 클
라우드 기반에서 참여 기관별로 소장한 고문헌을 자동 번
역 모델에 기반하여 도메인 특화된 모델로 도출 및 활용할 
수 있는 대기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넷째, 개발된 자
동 번역기의 대국민 개방을 위해 웹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
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다. 이 연구는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과 정의를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 또는 일부 완료되어 구현 중에 있다. 추후 이 
연구의 성능 평가는 자동번역모델 평가와 응용시스템 시
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동번역모델은 평가용 테스트 
셋에 의한 자동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휴먼 평가에 따라 
모델의 품질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응용시스템 
시험은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개발 단계별 테스트를 적용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고천문 분야가 인공지능 자동번역 확산 
플랫폼 시범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클
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