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23: 53 ∼ 63, 2008

참조표준 등록을 위한 천문역법 자료 분석
ANALYSIS OF ASTRONOMICAL ALMANAC DATA FOR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

양홍진, 안영숙, 이기원
한국천문연구원

Hong-Jin Yang, Young-Sook Ahn, and Ki-Won Le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61-1 Hwaam-dong, Yuseong-gu, Daejeon, 305-348, Korea
E-mail: hjyang@kasi.re.kr, ysahnn@kasi.re.kr, kwlee@kasi.re.kr

(Received November 20, 2008; Accepted December 8, 2008)

ABSTRACT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direct decendant of Korea National
Astronomy Observatory, has been publishing Korean Astronomical Almanac since in 1976. The
almanac contains essential data in our daily lives such as the times of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conversion tables between luni-solar and solar calendars, and so forth. So, we are planning
to register Korean astronomical almanac data for national Standard Reference Data(SRD), which is
a scientific/technical data whose the reliablity and the accuracy are authorized by scientific analysis
and evalution. To be certificated as national SRD, reference data has to satisfy several criteria
such as traceability, consistency, uncertainty, and so on. Based on similarity among calculation
processes, we classified astronomical almanac data into three groups: Class I, II, and III. We are
planning to register them for national SRD in consecutive order. In this study, we analyzed Class
I data which is aimed to register in 2009, and presented the results. Firstly, we found that the
traceability and the consistency can be ensured by the usage of NASA/JPL DE405 ephemeris and
by the comparsion with international data, respectively. To evaluate uncertainty in Class I data,
we solved the mathematical model and deter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lculation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atmospheric refraction is the main factor and leads to a variation of ±16
seconds in the times of sunrise and sunset. We also briefly review the histories of astronomical
almanac data and of standard reference data in Korea.

Key words: standard reference data — astronomical almanac data — criteria: traceability, consis-
tency, uncertainty

1. 서론

천문역법은 장기간에 걸쳐 태양, 달, 행성 등의 움직임
을 관찰해 일 년과 한 달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이
용해 달력을 만들고, 또한 천문현상을 계산하는 일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시대별로 여러 역법을 사용해 왔으며, 대표 사서에
는 약 이만 오천 여개의 천문기록이 남아 있다(Yang et
al. 2005). 각 시대별 역법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선
명력, 수시력, 대통력이, 조선시대에는 대통력, 칠정산

내·외편, 시헌력 등이 사용 되었다(이은성 1985; 안영
숙 1997, 2007; 이용복 1997; 이은희 1997, 2007). 특
히 칠정산내·외편은 중국에서 전해진 역법을 조선의 실
정에 맞게 편찬한 것으로 조선의 자주적 역법이기도하

다(전상운 2000). 예로부터 한 달과 일 년의 길이 뿐 아
니라 태양과 달의 출·몰 시각, 일·월식 및 주요 행성 현
상, 24기 입절시각 등은 일반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천문역법은 이들 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기위해 발전되어왔다. 현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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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역법 자료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일력자료와 음·양
력 대조표 그리고 천체현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일력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천체현상을 계산한 것으

로오랜시간에걸친태양과달의관측자료를이용한다.
대표적 일력자료는 태양과 달의 출·몰 시각, 남중시각,
시민·항해·천문 박명시각 그리고 시각별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달의 합삭시각, 월령 등이 있다. 또한, 음·양력
대조표는 과거 음력으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 날짜로 변

환할 수 있도록한 자료들이며, 천체현상 자료는 일식과
월식, 행성과 혜성의 운동, 천체의 엄폐 현상 등을 말한
다. 이들역법자료들은국민생활에필수적일뿐만아니
라 산업계에도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 기초 자료중의 하
나이다.

천문역법 자료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매
년 역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산업, 농업, 건축, 군·검·경찰등사회전분
야에걸쳐다양하게활용되고있으므로정밀성과신뢰성

이보장되어야만한다. 그러나일부개인에의한정밀성
이 떨어진 천문역법 계산 자료의 발표로 휴대폰과 달력

에 음·양력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삶에 혼란을 발생
시킨 사례가 있다(이태영 2006). 이렇듯 천문역법 자료
는 국가의 필수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
에는관련법령이미약한실정이다(안영숙외 2008). 이
에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은 국가천문자료인 천문역법 자
료를국가참조표준자료로등록하여일반국민과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고한다.

본연구는천문역법자료를국가참조표준자료로등록
하기위해수행했던연구결과이다. 먼저천문역법자료
의 특성을 분석하여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첫번
째 분류에 속하는 자료들에 대해 수학적 모델식을 분석

하여 계산에서 고려해야할 보정 항목들을 제시고 그 항
목들의 불확도를 산출하였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천문역법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3절
에서는 참조표준과 천문역법 자료의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는 천문역법 자료의 분석에
대해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결론및향후
천문역법자료의 DB구축과활용에대해논의하였다.

2. 천문역법자료

2.1. 천문역법자료생성역사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역을 받아 사용해 왔
다. 고려시대까지는 따로 역서를 만들지 않고 중국의
역을 사용하다가(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신서원 편집
부 편 1991), 조선시대에 이르러 역서를 만들어 사용하
게된다. 조선초에는칠정산내·외편을이용해역서를편
찬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것은 세종조

말에 편찬된 일·월식 계산 방법을 기술한 가령집이 있
고, 지금과 같은 역서 형태로 남아 있는것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1579년(己卯年)에 제작된 경진년(1580) 대통력
이다(김종태 2002). 이후 시헌력이 도입된 후에 편찬된
17세기 이후의 역서들은 현재 기상청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 되어 있다. 조선시대이후 일제시대에는 총독
부와 관상대에서 발행한 역서가 있었다. 해방이후에는
중앙관상대에서 역법 자료를 편찬하였다. 이때에는 기
상관측자료, 농업력, 우편요금 등 생활 편의 자료가 함
께포함되어있었다.

이런 긴 역사를 지닌 천문역법자료 편찬은 1974년
국립천문대가 발족한지 2년뒤부터 비로소 천문관련 기
관에서 편찬,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림 1은 국립천문
대가 1976년에 발행한 최초의 역서(曆書)이다. 당시는
40여쪽 분량의 간단한 생활역서로서 일력자료, 각 지방
의 일출·입시각(16개지역, 2009년 역서의 경우 42개 지
역), 행성운동, 주요항성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
시 대부분 역서 자료는 국외 자료를 대한민국 표준자

오선에 맞추어 계산해서 발표한 것이었다. 초창기 역

서는 미국 해군청 천문대에서 발간하는 Astronomical
Ephemeris의 역법 수식을 이용해 기계식 계산기에 의
한 계산과 보간법을 이용해 역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1970년 후반부터 1990년 까지는 이들 역법 계산 수식을
프로그램화하여 역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화된 수식을 기초로 1990년 중반부터 미국 JPL에서 제
공하는 천체위치 원천자료를 이용해 천문역법을 계산하

고 있는데, 과거 DE200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DE405를
사용해 천문역법을 계산하고 있다(안영숙 1997; 이용복
2005). 2009년 발간예정인 역서에는 일력자료, 각 지방
의 일·월출몰 및 박명시각, 시간, 조석표, 태양과 달의
위치와 관측자료, 행성, 혜성, 항성과 역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있다.

2.2. 천문역법자료의분류

천문역법자료는측정/계산대상과내용에따라여러항
목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계
산 알고리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Class
I은 태양과 달의 출·몰시각과 박명시각 그리고 태양의
고도와방위각에대한항목이며, Class II는음력계산과
관계된 달의 합삭 시각과 24절기 입절시각 그리고 달의
위상과 월령에 관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Class III는
우리나라 전 기간에 걸친 음양력 대조표로서 과거의 대

표적 사서와 현대의 역 계산방법에 근거해 음양력을 비
교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천체현상의
정의와 측정대상 그리고 불확도 요소 항목에 따라 분류
된다. 세 가지로 분류된 자료는 수학적 분석, 불확도 및
오차 등에 대한 분석과 계산과정에서 비슷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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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6년 국립천문대 발행 역서

를 거치게 된다. 천문역법 자료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Class I 항목의 천문역법 자료에 대해서
만논의하고자한다.

2.3. 천문역법자료의정의

천문역법자료를정확히계산하고예측하기위해서는해

당 자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
출시각은 해발고도 0m에 위치한 관측자가 보았을 때 태
양의 윗부분이 동쪽 지평선에 닿았을 때의 시각인데 대

기굴절이나 관측자의 고도, 태양의 시반경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

려해서 계산해야 한다. 일출·몰 시각과 달리 박명시각
의 경우, 일출·몰 시각 전후에서 태양 중심의 천정각이
96◦, 102◦, 108◦일 때까지의 시각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천문역법 자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수 조건

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계산에서 그 정
의가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고유의
천문역법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명시한 관련 근거
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표 2에는 천문역법 자료 중
Class I 항목자료에대한측정및계산정의를나타내었
다.

3. Class I 자료의평가기준

3.1. 참조표준의정의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 7219호)에는 국가표준을 측정
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참조표준(standard reference data)이라 함은 과
학적으로 분석 평가한 측정 데이터 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
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 값, 공인

표 1. 천문역법 자료의 분류

분 류 자 료

Class I • 일출, 남중,몰 시각

• 월출, 남중, 몰 시각

• 박명(시민, 항해, 천문) 시각

•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Class II • 24절기 입절 시각

• 매달 합삭 시각
• 매일 월광 자료
• 달 위상 자료
• 달의 월령

Class III • 음양력 대조표
–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근·현대(1910년 이후)

된과학기술적통계등을말한다. 이를위해 2006년 7월
에는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2006-86호; 이하 요령)이 제정되고, 8월에 한국표
준과학연구원내국가참조표준센터가개소되어참조표준
제정과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플
라즈마 물성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6개의 데이터 센터
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가참조표준센터의 기능에 대
한자세한사항은채균식과이응봉(2005)에기술되어있
다.

3.2. 자료평가기준

요령 제 9조에서는 참조자료(reference data)가 충족시
켜야 할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고 10조에서는 참조데

이터를 단계별 만족여부에 따라 유효참조표준(qualified
reference standards), 검증참조표준(validated refer-
ence standards), 인증참조표준(certified reference stan-
dards)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효참조표준은 참
조표준의 기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를 말하며,
검증참조표준은 유효참조표준 중에서 잘 알려진 연관
식이나 모델링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자료를 말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참조표준은 검증참조표준 중에서
관련 전문가의 최종 종합평가를 거쳐 인증된 최상위 참
조표준자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천문역법 자료의
등급판정을 그림 2와 같이 결정 하였으며, 천문역법 자
료가 참조표준의 적합성을 만족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같다.

3.2.1. 소급성유지

일반적으로 측정학에서의 소급성(traceability)이란 ‘측
정의 결과 또는 표준의 값이 모든 비교의 단계에서 명
시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은 비교의 사슬을 통해
보통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기준에 관
련시켜질수있는특성’(정낙삼외 2007)을의미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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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천문역법 자료 중 Class I1 항목 자료에 대한 정의

측정 대상 정 의

일출시각2 관측자가 보았을 때 태양의 윗부분이 동쪽 지평면에 닿았을 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산에서는 대기굴절을 고려해 태양 중심이 천정각 90◦50′일 때의 시각

일남중시각 관측자가 보았을 때 태양 중심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
일몰시각2 관측자가 보았을 때 태양의 윗부분이 서쪽 지평면에 닿았을 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산에서는 대기굴절을 고려해 태양 중심이 천정각 90◦50′일 때의 시각

시민박명시각3 일·출몰 시각 전후에서 태양 중심의 천정각이 96◦일 때 까지를 시민박명시간이라 하는데,

실제 계산에서 시민박명시각은 태양 중심이 천정각 96◦일 때의 시각

항해박명시각3 시민박명시각 전후에서 태양 중심의 천정각이 102◦일 때 까지를 항해박명시간이라 하는데,

실제 계산에서 항해박명시각은 태양의 중심이 천정각 102◦일 때의 시각

천문박명시각3 항해박명시각 전후에서 태양 중심의 천정각이 108′일 때 까지를 천문박명시간이라 하는데,

실제 계산에서 천문박명시각은 태양의 중심이 천정각 108◦일 때의 시각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4 관측자의 위치에서 특정시각에 태양의 중심 위치를 계산한 것으로, 고도는 지평면에서 위

아래로 측정한 값이며 방위각은 진북에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값

월출시각5 관측자가 보았을 때 달의 윗부분이 동쪽 지평면에 닿았을 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산에서는 대기굴절을 고려해 달의 중심이 천정각 ‘90◦34′ + s − π’ 일 때의 시각

월남중시각 관측자가 보았을 때 달의 중심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
월몰시각5 관측자가 보았을 때 달의 윗부분이 서쪽 지평면에 닿았을 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산에서는 대기굴절을 고려해 달의 중심이 천정각 ‘90◦34′ + s − π’ 일 때의 시각

1 수치계산에서 관측자가 지평면에 있을 때의 값을 기본값으로 한다. 다만 고도에 따른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기본값과 함께 고도 보정 관계식과
보정값을제시할수있다.
2 수치계산에서태양의반경은 16′, 대기굴절 34′의값을사용한다.
3 일출·몰시각을전후해각각의박명시각은아침박명시각과저녁박명시각으로나눈다.
4 태양의 고도는 천정각이 90◦인 지평면을 기준으로 지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측정한 값이며,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

로태양을지평면에투영시켰을때지평면을따라시계방향으로측정한값이다.
5 수치계산에서달의반경(s)과수평시차(π)는 NASA/JPL 등공인기관의자료로부터구한다.

를 들어, 만일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재고자 할 때 측정
에 사용된 기기는 국가표준의 기기와 나아가 국제표준
기기와의 비교가 가능해야하며 이때 소급성을 유지한다
고 표현한다. 아울러 소급 과정에서의 오차값들을 제시
하여야한다.

천문역법 자료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측정이 아

닌 원천 자료로 천문력표(ephemeris)를 사용하는 계

산 자료이다. 따라서 VSOP87 (Bretagnon & Francou
1988)이나 NASA/JPL에서 제공하는 DE405/DE406
(Standish 1997)과같은국제적으로공인된원천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소급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Class
I에 속하는 천문역법 자료를 계산하기 위해 원천 자료로
DE405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급성은 항상 유지되며 또
한 이는 자체 자료가 아닌 국제 공인 자료이기에 소급
과정에서의오차도없다.

3.2.2. 정확도제시

데이터의 정확도(accuracy)는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중의 하나이다. 측정 정확도
란 측정 결과값이 참값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

성적 용어이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확도(uncertainty)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조혁 외

2008). 불확도는오차와는다른개념으로참조표준자료
의경우모든자료에오차대신불확도를사용한다. 간단
히 설명하면,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불확도는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참조 자
료가 참조표준 자료가 되기위해서는 계산과정에서 포함

된 모든 불확도 요소를 제시하고 그로 인한 불확도를 산
출할수있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 천문역법 자료의 정확도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Class I 자료의 수학적 모델을 결정하였으

며(4.1절 및 부록 참조), 이를 바탕으로 불확도 요소를
제시하고그값들을추정하였다(4.2절참조).

3.2.3. 재현성및일관성

재현성(reproducibility)은측정방법이서로독립된실험
이나 생산에서 얼마나 똑같이 데이터가 재현될 수 있는

가와 관련된 문제로 정확도와 더불어 데이터의 신뢰성
에기본이되는요건이다(김엄기외 2008). 그리고일관
성(consistency)은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잘 부합
하는지, 잘 알려진 법칙과 일치하는지와 관련된 평가 기
준이다. 참조 자료가 참조표준이 되기위해서는 재현성
이보장되고일관성이유지되어야만한다.

천문역법 자료는 근본적으로 수치 계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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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문역법 자료의 평가기준

한 결과이므로 계산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모든 보

정(correction) 성분들을 고려 하였다면 재현성은 항상
보장된다. 일관성은미·영국과일본등에서발행하는천
문역법 자료와 비교 확인함으로서 유지 할 수 있다. 그
리고 천문역법 자료는 근본적으로 천체물리역학적 법칙
에 근거한 계산 자료이기에 잘 알려진 법칙과의 일치 여
부를평가할필요는없다.

3.2.4. 전문가평가

적합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자료가 앞서 언급한 기준

들을만족하는지의여부는제3의관련전문가에의해종
합검토를 받아야 한다. 참조자료가 인증참조표준이 되
기위해서는반드시전문가의평가를거쳐야만한다.

일관성까지의단계를만족하는천문역법자료는전문
가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참조표준의 최상위 등급인

인증참조표준이된다(그림 2 참조).

4. Class I 자료의분석

4.1. 수학적모델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문역법 자료의 정확도 제시

를위해서는먼저수학적모델을결정해야한다. 수학적
모델이란 계산에 포함된 모든 불확도 요소 추정을 위해

계산의 각 단계별 과정을 자세히 기술 하는 것을 말한

다. 부록에 태양의 출몰시각, 남중시각 그리고 시민, 항
해, 천문 박명시각 자료들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식을
나타내었다. 모델식은 DE405 천체력표를 사용한 경우
이다. 그리고 기본 수식들은 Astronomical Algorithms
(Meeus 1998)과 The Astronomical Almanac (USNO
2009)을참고하였다.

4.2. 불확도요인분석

천문역법 자료에는 계산상의 정밀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나 조건 등에 의한 다양한 불확도 요소가 내포되

어 있다. 이러한 불확도 요소는 수학적 모델식의 분석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Class I 천문역법 자료의 경
우, 역학시와 세계시의 차이에서 생기는 ∆T , 천체위치
의 계산에서 설정하는 계산허용한계(tolerance), 대기굴
절(atmospheric refraction) 등이 대표적인 불확도 요소
이다. 또한 관측자의 고도에 따른 측정 결과치의 변화
도 불확도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불확
도값이결과값에얼마만큼의영향을미치는지를계산해

서천문역법자료의정확도를제시해야만정밀하고표준

화된 참조표준 천문역법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림 3은
4.1절의 수학적 모델식 분석을 통해 결정한 불확도 요소
를 보여준다. 천문역법 계산에서의 대표적인 불확도 요
소및이들에대한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4.2.1. ∆T (역학시−세계시)

태양과 지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지구의 자전속도는 매

년 달라진다(Stephenson 2003). 따라서 천체운동 역학
계산에서 정의되는 역학시(TT)와 태양운동을 평균적으
로 반영하는 가상적인 태양의 일주운동에 의해 측정되

는 세계시(UT1) 사이에는 ∆T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

는데 이 값은 오직 관측으로 결정된다. 반면, 천문역법
자료의 대부분은 미래의(주로 1년 후의) 시각을 계산하
는 것이므로 ∆T 값은 관측치가 아닌 추정치를 사용하
게 된다. 부록에 수록된 천문역법 Class I의 수학적 모
델에서 알 수 있듯이, ∆T는 천문역법 계산에서 시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축차근사법
의 과정을 거쳐 계산 결과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A형 불확도 평가 방법이나 ∆T에 의한

편미분을 이용한 B형 불확도 방법(정낙삼 외 1999)으
로 불확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T의 변화에 따른 천문역법 계산 결과로부터 ∆T에 의

한불확도를계산하였다(권택용, 남경희 2008). 이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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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문역법 Class I 자료의불확도발생요소. 1칭동은달과관련된계산에서의보정항목이다. 2월출몰시에

대한천정각은 90◦34′ + s + π이다.

해 먼저 과거 30년간 NASA/JPL에서 제공하는 ∆T 자

료를 조사하여 다음해에 대해 추정한 값과 일년뒤 실제

관측한 값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T의 추정

값(∆TP )과 관측값(∆TO)의 차이로 최대, 최소 값은 각
각 +3.17초와 −0.52초이다. 이 값들을 2009년의 추정
값(∆T = 66.1초)에 적용해 일출·몰 시각을 계산하였
을때 최대 오차는 0.01초였다. 일출·몰 시각은 현재 분
단위까지만 제공하기(계산은 초단위까지) 때문에 ∆T에

의한 불확도(0.01초)는 계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2. 계산허용한계

천문역법 자료의 계산에서 천체의 위치는 수학적 모델

에서 나타낸 것처럼 축차근사법(逐次近似法, iteration)
방법을 통해 구해진다(부록 참조). 즉 임의의 시각에 대
해 태양의 천정각을 계산하고(hcal) 이를 초기값(initial
value)으로 하여 정의된 천정각 값(hdef)과 일치하는 시
각을 구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 하게된다. 그
러나 해석적 해(analytic solution)와 달리 수치 계산에
의한 수치적 해(numerical solution)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허용한계(tolerance; ϵ ≡ |hcal − hdef |)를 설정하여
야 한다. 일출·몰 시각 자료의 정밀도는 이 계산허용한

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현재 Class I 자료는 최종 시
각을 초단위까지 계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산허용한
계에 의한 시각 계산의 차이가 0.5초 보다 작을 경우 이
에 의한 불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계산하
는 일출·몰 시각은 천체위치에 대한 계산허용한계를 각
거리 0.1초 보다 작을 조건, ϵ < 0.1′을 만족하는 시각
으로 구한다. 분석 결과 0.1초(각도단위)에 의해 생기는
시각의차이는최대 0.02초(시간단위)이다.

4.2.3. 대기굴절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실제로는 지평선 아래에 놓여 있

을지라도 대기 굴절에 의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중시각이나 박명시각과는 달리 일·월의 출·몰
시각의경우태양이나달의윗변이가시적으로지평선에

닿는시각으로정의되므로대기굴절의효과를고려하여
야한다. 이효과를고려하여세계적으로일출·몰시각은
태양의 천정각이 90◦ 50′ (태양시반경 16′ + 대기굴절
34′)일때로정의해서사용한다. 그러나실제로대기굴
절은 관측자의 위치, 온도와 압력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며 결국 일출·몰 시각에 대한 불확
도를 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기굴절에 의한 불확도
는 ±16초(온도에 의한 차이 ±10초와 압력에 의한 차이
±6초)이다(Meeu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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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의추정값과관측값사이의차이

종합적으로 일출·몰 시각 자료의 경우 영향이 적은
∆T나 계산허용한계에 의한 불확도는 무시 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최종 불확도는 대기굴절에 의한 ±16초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문역법 세부평가기
준서(고천문연구그룹 2008)에수록되어있다.

5. 요약및논의

천문역법 자료는 국민 일상 생활 뿐아니라 군·검·경찰,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기본 자
료 중의 하나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간
매년 천문역법 자료를 생산 및 배포해 오고 있지만 현행

국가법령체제에는 이 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개인에 의한 정밀하지 못한 천문역
법 자료의 사용으로 사회적 혼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천문역법자료의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해궁극
적으로국가참조표준으로등록하려고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문역법 자료의 생성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수학적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자료를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연차적으로 참조표준으로
등록할 계획이며 그 첫번째로 Class I 자료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에는 참조자료가 참조표준이 되기위한 11개의 평가 기
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준으로는 소급성 유지,
정확도 제시, 재현성 및 일관성 등있다. 본 연구에서는
Class I 천문역법 자료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원천 자료
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NASA/JPL의 DE405를 사용하
였다. 정확도를 제시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분석하고
불확도 요소와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결과 일출·몰 계

산과정에서는 대기굴절에 의한 불확도가 가장 크며 그
값은 ±16초로 구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Class I 항목들
은 재현성이 항상 가능하며, 국내외 자료와의 비교를 통
해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 기준을 만족
하는자료가참조표준의최상등급인인증참조표준이되

기위해서는제3의관련전문가의평가를거쳐야한다.

향후 Class II, III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연구, 분석
을 통해 참조표준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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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남중,출,몰시각계산에대한수학적모델

입력자료 : 연(Y ), 월(M), 일(D), 관측자위도(L), 경도(ϕ), DE405

1. JD0: Y년 M달 D일 0h(in UT)의율리우스일계산
JD0 =INT1 (365.25(Y + 4716)) + INT(30.6001(M + 1)) + D + B − 1524.5

여기서, B = 2 − A + INT(A
4 ) (율리우스역서계산에서는 B = 0), A = INT( Y

100 )

2. t0: 역학시(= UT + ∆T ) 계산
t0 = JD0 + ∆T

∆T는연도구간에따라다음과같이구한다.

1) Y > 2030년 : ∆T = 102.3 + 123.5T7 + 32.5T 2
7

2) 1620년 ≤ Y ≤ 2030년 : The Astronomical Almanc에주어진값사용

3) 948년 < Y < 1620년 : ∆T = 50.6 + 67, 5T7 + 22.5T 2
7

4) Y ≤ 948년 : ∆T = 2715.6 + 573.6T7 + 46.5T 2
7

여기서 2, T7=[JD(Y년 7월 1일 0시)−2451545]/36525

3. 일출·몰 및 남중시각은 다음과 같다

t = f(t0(∆T ), h0, L, ϕ)

= t0 −
θ0(t0) + θ(H(t0))
1.00273790935

(1)

여기서, θ0는그린위치평균항성시, H는시간각이다.

4. t0일때의평균그린위치항성시(θ0(t0)) 계산
T = T (t0) ≡ [t0 − 2451545.0]/36525

4-1. t0일때의장동(nutation)과황도경사각(obliquity) 계산
− 먼저다음과같은 5개의성분들을계산한다.

E(t0) = 297.8503631 + 445267.111480T − 0.0019142T 2 + T 3/189474
A(t0) = 357.5277233 + 35999.050340T − 0.0001603T 2 − T 3/300000
M ′(t0) = 134.9629814 + 477198.867398T + 0.0086972T 2 + T 3/56250
F (t0) = 93.2719103 + 483202.017538T − 0.0036825T 2 + T 3/327270
Ω(t0) = 125.0445222 − 1934.136261T + 0.0020708T 2 + T 3/45

− 장동[황경장동(∆ψ), 황도경사각장동(∆ϵ)] 계산
∆ψ(t0) =

∑N=63
i=1 [C(i, 6) + C(i, 7)] × sin[C(i, 1)M ′ + C(i, 2)A + C(i, 3)F + C(i, 4)E + C(i, 5)Ω]

∆ϵ(t0) =
∑N=63

i=1 [C(i, 8) + C(i, 9)] × cos[C(i, 1)M ′ + C(i, 2)A + C(i, 3)F + C(i, 4)E + C(i, 5)Ω]

여기서, C(63, 9)는상수(1980 IAU Theory of Nutation)

− 황도경사각(∆ϵ) 계산
ϵ0(t0) = 23.439291 − 0.0130042T − 0.00000016T 2 + 0.000000504T 3

ϵ(t0) = ϵ0(t0) + ∆ϵ(t0)

1계산결과의정수값만을취하는포트란내장함수
2현행 code에서는 7월 1일의값으로그해모든날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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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hUT일때의평균그린위치항성시(Θ0(t0)) 계산
T0 = T0(t0) ≡ [JD0 − 2451545.0]/36525
Θ0(t0) = (24110.54841 + 8640184.812866T0 + 0.093104T 2

0 − 0.0062T 3
0 )/3600 + ∆ψ(t0) cos[ϵ(t0)]

θ0(t0) = Θ0(t0) + 1.00273790935(t0 − T0)

5. t0일때태양의겉보기적경[α⊙(t0)]과적위[δ⊙(t0)] 계산

5-1. t0일때태양과지구의태양계무게중심으로부터의거리, 지구공전속도를 DE405으로부터구한다.
R⃗⊙(t0) = R(X⊙, Y⊙, Z⊙)
R⃗⊕(t0) = R(X⊕, Y⊕, Z⊕)
V⃗⊕(t0) = V (Vx,⊕, Vy,⊕, Vz,⊕)

따라서태양과지구사이의거리는
R⃗(t0) = R(X,Y, Z) = R(X⊙ − X⊕, Y⊙ − Y⊕, Z⊙ − Z⊕)
|R| =

√
X2 + Y 2 + Z2

5-2. light-time 보정
τ0 = |R(t0)|/c, where c = light velocity [AU/day]
t0대신 t0 − τ0 시간에태양의지구로부터거리계산(5-1과정수행)
τ = |R(t0 − τ0)|/c

dτ = |τ − τ0| ≤ 10−10 될때까지 τ를 τ0로놓고반복수행

R⃗1(t0) = R⃗(t0 − τ0), V⃗1(t0) = V⃗ (t0 − τ0)

5-3. 광행차(aberration) 보정
β = 1/

√
1 − V 2

1 /c

R⃗2(t0) = {β−1R̂1 + V⃗1[1 + V⃗1 · R̂1)/(1 + β−1)]}/(1 + R̂1 · V⃗1)

5-4. 세차(precession)보정
− DE405의자료는역기준년 J2000.0으로하였으므로기준년으로변환하기위해다음의 3성분을계산한다

ζ(t0) = 2306.2181T + 0.30188T 2 + 0.017998T 3

z(t0) = 2306.2181T + 1.09468T 2 + 0.018203T 3

θ(t0) = 2004.3109T + 0.42665T 2 + 0.041833T 3

−역기점변환을위한행렬성분계산
Xx = cos ζ cos z cos θ − sin ζ sin z, Xy = sin ζ cos z + cos ζ sin z cos θ, Xz = cos ζ sin θ

Yx = − cos ζ sin z − sin ζ cos z cos θ, Yy = cos ζ cos z − sin ζ sin z cos θ, Yz = − sin ζ sin θ

Zx = − cos z sin θ, Yy = − sin z sin θ, Yz = cos θ
−→
TR ≡ [X⃗(x, y, z), Y⃗ (x, y, z), Z⃗(x, y, z)]

−행렬내적계산(vector dot product)으로 Y년역기점으로변환

R⃗3(t0) = −→
TR · R⃗2(t0)

5-5. 황경장동(∆ψ)과 황도경사각(∆ϵ) 보정

4-1에서구한 ∆ψ(t0)와 ϵ(t0)을이용하여
Xf = X − ∆ψ(Y cos ϵ + Z sin ϵ)
Yf = Y − X∆ψ cos ϵ − Z∆ψ

Zf = Z − X∆ψ sin ϵ − Y ∆ψ

R⃗f (t0) = Rf (Xf , Yf , Zf )



참조표준 등록을 위한 천문역법 자료 분석 63

5-6. 적경(α), 적위(δ) 계산
α⊙(t0) = tan−1(Yf/Xf )

δ⊙(t0) = tan−1
[
Zf/

√
X2

f + Y 2
f

]
6. 시간각이 H(t0)일때의그린위치지방항성시[θ(H(t0))] 계산

일반식 : θ = H − L + α

cos H(t0) = cos {[sinh0 − sinϕ sin δ⊙(t0)]/[cos ϕ cos δ⊙(t0)]} ≡ C

1) 남중 : H(t0) = 0
2) 일출, 새벽박명 : H(t0) = − cos−1(C)
3) 일몰, 저녁박명 : H(t0) = cos−1(C)
여기서, h0=90◦50′(일출,몰), 96◦(시민박명), 102◦(항해박명), 108◦(천문박명)

θ0(H(t0)) = H(t0) − L + α⊙(t0)

7. 반복계산

– 앞의 3번의 (1)식에서구한 t를 t0로치환하여 3 − 6번까지의과정을반복수행

– 새로구한 H(t0)값과이전값차이의절대값이계산허용오차 (tolerance), 0.1 각초보다작을때까지반복

– 마지막으로구한시간 t에 0.375일(9시간)을더하면 KST(율리우스일로)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