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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등재 이후 정·관·학 협업의 체계적 관리보존과 공
유체계를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장처와협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저작권 등 위
험 요소와 참고할만한 국내외 협업의 선진사례를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한국 천문학계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기록학적방법론을 분석하여 한국 천문학 분야 세계 기록
유산의 아웃리치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천문학 분야에서 망실·훼손될 수 있는 기록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를 세계 기록유산에서 찾아, 천문학
계에 새로운 연구의 장(場)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도모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험적 기획이므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대처 방안과 유의성 분석 등 연구 
결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 천문학과의 협업으
로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한 사료 발굴과 가치 고증 등 학
술적 이론 검증을 이어나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심화하
길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저자가 2020년 6월 9일 한국천문연구원에

서 편찬·발행한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이해를 위한 안내
서』 가운데 “한국 천문기록유산 아카이브 미래전망”을 발
전적으로 전개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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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문헌 중에는 다양한 고천문 기록들이 한문 형
태로 존재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번역가 투입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인공신경망 기계학습에 의한 인공지능 번역기를 개발하여 
비록 초벌 번역 수준일지라도 문장 형태의 한문을 한글로 
자동번역해 주는 학술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동번
역기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한국고전번역
원과 공동 참여하여 개발 완료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고천문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계학습
용 데이터인 천문 고전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천문 고전 특화 자동번역 모델을 개발하고 번역 서비스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은 크
게 세 가지이다. 첫째, 로그인이 필요 없이 누구나 웹 접
속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고문헌 자동번
역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이다. 둘째, 참여 기관별로 구축된 
코퍼스와 도메인 특화된 번역 모델의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대기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셋

째, 개발된 자동번역 Applied Programmable Interface
를 활용한 한국천문연구원 내 자체 서비스가 가능한 
AITHA 시스템이다. 연구 결과로서 먼저 구축된 천문 고
전 코퍼스 60,760건에 대한 샘플링 검수 결과는 품질 순
도 99.9% 이상이다. 아울러 도출된 천문 고전 특화 번역 
모델 총 20개 중 대표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는 기계 
번역 텍스트 품질 평가 알고리즘인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평가에서 40.02점이며, 전문가에 의한 휴먼 
평가에서 5.0 만점 중 4.05점이다. 이는 당초 연구 목표로 
삼았던 초벌 번역 수준에 충분하며, 현재 개발된 시스템들
은 자체 시험 운영 중이다. 

이 연구는 특수 고문헌에 해당되는 고천문 기록들의 번
역 장벽을 낮춰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접근 및 다양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
천문 분야가 인공지능 자동번역 확산 플랫폼 시범의 첫 케
이스로써 추후 타 학문 분야 참여 시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해 볼 수 있다. 고문헌 자동번역기는 점차 더 많은 학습 
데이터와 학습량이 쌓일수록 더 좋은 학술 도구로 진화할 
것이다.

==========================================
※ 이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며,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전문기관인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중 “클라우드 기반 고문헌 자동번역 확산 서비스 구
축 – (부제) 한국천문연구원 천문 분야 고문헌 특화 자동
화번역모델 개발”사업에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교육홍보/기타

[포 AE-01] Activity of Young Astronomers 
Meeting in 2020 Season

이가인(Gain Lee)1, 백인수(Insu Paek)1, 강지수(Jisu 
Kang)1, 김이곤(Yigon Kim)2, 이용희(Yong-Hee Lee)3,  
임효빈(Hyobin Im)4,5, 정미지(Miji Jeong)6, 
최보은(Bo-Eun Choi)7, 최우락(Woorak Choi)8

1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4UST(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5한국천문연구원(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6충남대학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7세종대학교(Sejong University), 8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

 2019년 10월, 젊은 천문학자 모임(Young 
Astronomers Meeting, 이하 YAM)은 가을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2020년 임원진으로 회장 서울대학교 이가인, 
부회장 서울대학교 백인수 회원이 선출되었다. 운영위원
으로는 서울대학교 강지수, 경북대학교 김이곤, 경희대학
교 이용희, UST 임효빈, 충남대학교 정미지, 세종대학교 
최보은, 연세대학교 최우락 회원이 임명되었다. 매년 진행
되어 오던 YAM 워크샵이 지난 2월 27일에 1박 2일동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밖의 많은 활동들에도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