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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rue Position Determination Algorithms 

using COP and Celestial Body Azimuth

Youn, Jin Young 

Department of Electronics & Communication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Most navigating ships calculate their positions depending on GPS. 

However, regarding the special situation, on a ship, the only 

alternative of GPS to calculate the position of the ship is Celestial 

Navigation until the present.

Positioning using celestial bodies has been used by using a sextant. 

Mostly, St. Hilaire method, using Almanac and Sight Reduction Table to 

calculate Altitude of Sun or using LOP to calculate the meridian line, 

has been used, which has difficulties because AP through DR is 

essential. Meanwhile, as IT technology develops, it is now possible to 

calculate the position of the ship by applying COP method, the virtual 

large circle concept, adding rapid processing capacity and accurate 

computing capacity of calculator. Although the recent method is 

accurate and convenient, it has the flaw which is generation of two 

positions due to intersections of two circles. In other words, one is 

True Position and the other comes to be False Posi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 to distinguish Tru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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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False Position is suggested. The altitude of celestial bodies is 

measured twice and the intersecting points of COPs using the GPs of 

celestial bodies are decided as the position of the ship, which is 

called Two-Body Fix method. As two intersection points of COPs are 

produce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to distinguish the True Position from False Position by sighting 

Azimuth of celestial bodies. 

This method is premised upon geometry of sphericity, not 

interpretation of Euclidean surfaces. In this thesis, it is verified 

that the Great-circle on the sphericity is also 180 degree as well as 

a segment in the Euclidean surface is 180 degree. Moreover, both the 

segment connecting two GPs and the segment connecting two observer 

positions consist of Great-circle and it is also proved that these two 

segments cross at right angles by the Running Fix which has slight Dec 

fluctuation. It is unusual to have similar Dec values in Simultaneous 

Observation where the Great-circle connecting two GPs is not parallel 

to the equator. As the order of two GPs could changed, the algorithm 

is implemented by LHA comparison and by making the tilted Great- 

circles diamond-shaped. Thus, it is classified to Running Fix and 

Simultaneous Observation by celestial body and time of sighting so 

that it is proved that the method used in Simultaneous Observation is 

possible to be used in Running Fix.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Ps and two observer 

positions is proved. To use Azimuth in particular, the rationale of 

this thesis is provided by two manners: simulations and tests. 

In the absence of GNSS, True Position determination method using 

Azimuth of celestial bodies suggested in this thesis of automatic 

position calculation using Celestial Navigation is appliable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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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hen the method is considered to be used to apply and 

develop safe and efficient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KEY WORDS: Astronomical Positioning 천문측위; Spherical Triangle 구면삼각형;  

             Circle of Position 위치권; Azimuth 방위; Sextant 육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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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천문항해는 오늘날의 항법기술이 발달되기 이전, 항해를 위한 생존의 수단으

로 이용되었다. 육분의(Sextant)를 이용하여 천체의 고도를 측정하고, 이를 다양

한 수식에 의해 원활히 계산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항해사

의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판단되었다. 

천측력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 천문 측위 작업은 과거 선박의 생

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현대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시스템)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해상에서 선박의 위

치를 파악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측면과 경제적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1].

오늘날 항법기술의 발달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 등 선박 운항을 

위한 위치의 추출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하는 측위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그러나 위성항법시스템의 오작동, 전파교란 등 비상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이중화 수단으로써 천체를 이용한 천문항법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위

성항법시스템은 신호세기가 미약하므로 전파 방해에 취약하여 전파가 교란되기 

쉬워 위성항법시스템 신호를 활용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2]. 한 예로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고[3], 중국의 전파교란으

로 미국 항공모함의 통신기기와 계측기가 오작동하는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4]. 

이러한 피해사례는 오래전부터 발생하였고,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어 피

해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적 목적에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폐

강되었던 고전적인 천문항법의 강의가 다시 개설되었다[5]. 또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이 선박과 

해양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선박 사고가 대형 인명 및 경제적, 환경

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여전히 항해사의 결정에 따

라 운용되고 있으며 무인선 기술은 특수목적용으로만 사용 제한되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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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6].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핵심 사업에서도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산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여러 분야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GPS의 부재 시 그 대안 또

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해 과거 한정된 차트 내에 가상의 큰 원을 표시하

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 지금은 위치권(Circle Of Position; COP)의 표현이 편

리하게 전산 상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작도의 한계로 인해 

도입되었던 St. Hilaire 방식이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오차를 다

량 포함하였던데 비해 오늘날의 자동화된 위치권 방식은 원 개념에 대한 전자

계산의 빠른 능력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산을 이용한 위치권의 산출물은 항상 두 원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지점을 산출하는데, 사람은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어떠한 지

점이 진위(True Position; 眞位)인지 판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산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위와 허위(False Position; 虛位)를 기계

적인 구분을 통해 인식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도 된 적이 없고, 아울러 향후 자

동화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천문항법의 자동화 작업에 필수적으로 적용

되는 위치권 방식의 산출 결과에서 진위와 허위를 구분 짓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선박에 의무 장비로 비치되어 있는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천체의 

고도관측과 방위측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2개의 교차된 위치

권으로 표현하고, 그 교차지점 중 하나를 진위로 판별하는 천문항법의 자동화 

시스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Fig. 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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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Conceptual Diagram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진위와 허위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이 

두 위치의 관계가 천체의 방위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들 근거를 통해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진위와 허위를 잇는 대권상 선분 성분1)은 2개의 지위(Geographical Position; 

GP)가 이루는 선분에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

게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시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지구의 표면에 대한 

연구이므로, 유클리드 표면에 대한 해석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해석은 구면에 

대한 기하학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교의 의미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의 법선 개념일 경

1) 이하 선분이라 한다. 구면에서의 선분은 유클리드 공간의 선분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표현의 명료함을 위해 선분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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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혹은 수직일 경우에 한하여 직각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 모든 선분은 구면 위에서 대권의 선분들을 

이용하여 그 직교를 설명해야 하므로 기존 유클리드 평면이 아닌 구면에서의 

기본적인 논의가 가능한지 여부의 이론적 고찰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국의 LA 공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대권 

항법을 하고 있을 때, 그 대권은 한국에서 심지어 거의 북극 근처를 거쳐 다시 

미국 본토로 내려가는 항로가 정해지는 큰 원을 그리는데, 그 원들의 각각 지

점에서 단위 선분들이 이루는 선분의 각이 과연 180˚가 되는 것인가? 유클리

드의 선분은 한 변의 각이 반드시 180˚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권, 

즉 큰 원을 그리는 그러한 선분들의 한 변의 각이 180˚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선분들이 직교한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이 이루는 각이 90˚를 정확히 만족할 것

인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위치권 상의 두 지점 중 한 지

점의 허위를 파악하여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위와 허위

는 지위들이 이루는 선분 대비 각각 상하 직각에 배치되게 된다는 것을 본 논

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위와 허위가 관측자의 위치에서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천문항법이 자동화되어 진위의 구분이 기계적으로 

필요할 때, 천체의 방위를 이용하여 명료하게 자선(自船)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무인선 개

발에 있어서 위성항법의 부재 시 그 대안으로 천문항법을 이용한 자동위치산출 

기능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천체의 방위를 이용한 진위 결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시스템의 응용개발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위치를 결정하

기 위한 항해삼각형, 관측고도의 개정 요소와 기계적 오차, St. Hilaire 방식, 위

치권 방식과 알고리즘, 위치선의 오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진위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위치권 방식의 사용 시 관측고도의 산출방식 및 방위와 두 위

치의 연관성 분석과 진위와 허위의 구분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4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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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여 시험 구성 및 결과분석을 통해 본 알고

리즘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으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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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치 결정법의 이론적 검토

본 장에서는 항해삼각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천문항법에 대한 개략적인 검

토와 위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천측의 개략적인 기술 요소는 지위를 기준으로 관측자의 동일한 고도를 가지

는 등고도권을 2회 작도하여 그 두 개의 원이 교차하는 위치 중 한 곳을 선택

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이 원리를 Two-Body Fix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두 

원이 교차하는 것으로 인해 자선의 존재 가능한 2개의 위치를 산출하므로 어느 

지점이 올바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이 원은 지구 표면에 표시

되는 가상의 원이므로 과거에는 이렇게 큰 가상의 원을 한정된 공간에서 표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정된 공간에서 천문항해를 위한 위치선을 작도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

적인 St. Hilaire 방식이 1875년 Captain Marq de Saint Hilaire에 의하여 발표되

었다[7]. 그러나 St. Hilaire 방식은 해도 위에 위치선을 작도하기 위해 DR(Dead 

Reckoning; 추측위치)을 통한 AP(Assumed Position; 가정위치)를 사용하여 천측

계산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다[8].

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과거 전산에 따른 자동화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 한정

된 공간에서 다각적인 위치의 작도와 정보의 표현을 St. Hilaire 방식과 천문항

법을 이용하여 위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기

본적인 천문항법의 개념을 전산화시켜 계산을 가능하도록 형상화 한 것이 위치

권 방법이며 이들 방법은 지구가 가지는 구면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곡면에 대한 구면삼각형에 의거 모든 수학적 계산이 시행되어야 하므

로 본 장에서는 항해삼각형의 이론적 검토와 위치선의 구성요소 및 결정되는 

단계, 측정고도에 대한 개정요소의 적용과 기기적 오차, COP에 대한 역사적 배

경과 개념 및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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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항해삼각형

2.1.1 천구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자의 눈을 중심으로 하고 무한대의 반경을 가

상하여 모든 천체가 이 구면에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가상의 구를 

천구(Celestial Sphere)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구의 반지름에 비하면 

지구의 반지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으므로 편의상 천구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천구를 지심천구(Geocentric Celestial 

Spher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천구라고 하면 지심천구를 가리킨다. 천구 상에

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들이 천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 즉 각거리(Angular 

Distance)로 나타내고 각 천체의 위치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으로 결정

한다[9].

Fig. 2에서 지구 C의 북극과 남극을 무한히 확장했을 때 천구에서의 천의 북

극 Pn과 천의 남극 Ps를 만나게 된다.

Fig. 2 Celesti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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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천의 자오선 또는 시권

지구의 양극을 통과하는 대권(Great-circle)을 자오선이라 하는 것과 같이 천

구의 양극을 통과하는 대권을 천의 자오선이라 하며 지구의 자오선 면을 무한

히 확장하여 천구와 만나 이루는 대권이다. 그러므로 천의 적도와는 90˚로 교

차하게 된다. 천의 자오선을 어느 점이나 천체에 관련시켜 부를 때에는 시권

(Hour Circle) 또는 적위권(Circle of Declination)이라고 하는데 특히 춘분점(ϓ)

을 지난 시권을 춘분시권(Hour Circle of Equinox)이라고 부른다.

천의 자오선을 양극에서 나누어 관측자를 지나는 반원을 상호(Upper Branch) 

또는 극상반원이라 하고 나머지 반원을 하호(Lower Branch) 또는 극하반원이라 

한다.

Fig. 2에서 천의 양극 사이에 천체를 지나는 대권, 즉 PnMPs가 천의 자오선이 

된다. 그리고 PnϓPs가 춘분시권을 나타낸다. 관측자의 천의 자오선과 시권이 일

치할 때, 즉 천체가 관측자의 천의 자오선을 통과할 때를 자오선정중 또는 자

오선통과라 한다. 극상반원에 정중하는 때를 극상정중, 극하반원에 정중하는 때

를 극하정중이라 한다[10].

2.1.3 시각

천구상의 어느 기준선으로부터 천체의 시권까지 서쪽으로 0˚에서 360˚까지 

측정한 적도상의 호의 길이 또는 극에서의 각을 시각(Hour Angle; HA)이라 한

다[10]. 

Fig. 4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① 본초시각

본초자오선으로부터 천체의 시권까지의 시각을 본초시각(Greenwich Hour 

Angle; GHA)이라 한다. 지구의 경도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 또는 서쪽으

로 0˚에서 180˚까지 측정하고 측정 방향에 따라 접미부호 E(East) 또는 

W(West)를 붙여 주어야하나 본초시각은 항상 서쪽으로만 360˚까지 측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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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고 접미부호가 없다.

② 지방시각

관측자의 천의 자오선으로부터 천체의 시권까지의 시각을 지방시각(Local 

Hour Angle; LHA)이라 한다. 본초시각과 지방시각 사이에는 식 (1)과 같은 관계

가 있다. 

   ±   (1) 

(단, λ(E)이면 “+”, λ(W)이면 “-”)

지방시각은 천체의 자오선과 관측자의 자오선 사이의 각도를 0˚~ 360˚까지 

나타내주고, 관측자의 자오선에서 서쪽방향으로 측정된다. Fig. 3은 Pn에서 바라

보았을 때,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3 Local Hour Angle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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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는 GHA에서 경도값을 뺀 것이고, Fig. 3 (B)는 GHA에서 경도값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동경은 양수가 되고, 서경은 음수를 사용하게 된다[7].

③ 항성시각

춘분점(ϓ)의 시권으로부터 천체의 시권까지의 시각을 항성시각(Sidereal Hour 

Angle; SHA)이라 한다. 항성의 본초시각(GHA ★)은 본초자오선에서 천체의 시

권까지의 시각이고, 춘분점의 본초시각(GHA ϓ)은 본초자오선에서 춘분점의 시

권까지의 시각이니 항성시각과는 식 (2)와 같은 관계가 있게 된다.

⋆      ⋆ (2)

Fig. 4 Hour Angle and Declination on     

Celesti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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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적위

지구상 어느 지점의 위도는 적도로부터 북쪽 또는 남쪽으로 측정한 각거리로

서 각각 90˚까지 측정되고 측정 방향에 따라 N(North) 또는 S(South)의 접미부

호를 붙인다. Fig. 5와 같이 천구 상에 있어서 천의 적도로부터 천체까지 북쪽 

또는 남쪽으로 시권 상에서 측정한 호의 길이 또는 중심에서의 각을 적위

(Declination; Dec)라 하고, 측정 방향에 따라 N 또는 S의 접두부호를 붙인다

[10].

2.1.5 천체의 지위

천체와 지구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지구표면과 만나는 점을 그 천체의 지위라 

한다. Fig. 5와 같이 천체 바로 아래가 천체의 지위이다. 천체의 지위는 천체의 

적도좌표에 의해 결정된다. 

Fig. 5 Geographi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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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위도는 적위의 좌표와 같으나 지위의 경도는 본초자오선을 기준하여 

동 또는 서쪽으로 180˚까지 측정하는 것에 반하여 본초시각은 본초자오선을 

기준하여 항상 서쪽으로만 360˚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양좌표 사이에는 식 (3)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10].

 or  or ⋆

   ⋆ 단   인경우

     ⋆ 단   인경우

(3)

2.1.6 항해삼각형

지구의 표면에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구를 자를 때 구면 위에 생기는 원을 대권이라 한다. 반면 구의 중심

을 지나지 않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원을 소권이라 한다[11].

이러한 구면상의 대권의 호로서 이루어진 3각형을 구면삼각형이라고 하며, 

천구상의 구면삼각형을 천의 삼각형(Celestial Triangle) 또는 천문 삼각형

(Astronomical Triangle)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항해에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

우에는 이 구면삼각형을 항해삼각형(Navigational Triangle)이라고 부른다. 항해

삼각형의 각 꼭짓점을 지구중심과 연결하며 지구표면에도 항해삼각형과 닮은 

지문삼각형(Terrestrial Angle)이 생기는데 이것도 항해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이 

삼각형은 2개의 자오선과 각각의 자오선 상에 있는 2점을 연결하는 대권으로 

만들어지며, 관측자의 동명극, 천정의 직하에 있는 관측자의 가정위치 및 천체

의 직하에 있는 천체의 지위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으로써 가정위치와 천체

의 지위는 대권항법에서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비유할 수 있는 점들이다[9].

항해삼각형의 세 점은 동명극(Pn/Ps), 관측자의 위치(SP) 및 천체의 지위(GP)로 

이루어져 있다. 동명극은 관측자의 위도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관측자가 북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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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경우는 북극이 동명극이 되고, 반대로 관측자가 남반구에 있는 경우는 

남극이 동명극이 된다. 천체는 시간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

에 지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지위는 천체의 적위에 따라 북반구에 

있을 수도 있고 남반구에 있을 수도 있다.

Fig. 6은 항해삼각형에 대한 설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6 Navigation Triangle

또한 항해삼각형은 대권항법에서도 항해거리를 단축하고 연료를 절약할 목적

으로 사용되어진다. 지구표면에 있는 두 지점을 지나는 대권을 따라 항해하는 

항법을 대권항법이라고 한다. 대권항법에서는 대권이 모든 자오선과 같은 각으

로 만나지 않으므로 대권 위를 항해하려면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침로를 변해야 

하며, 계산도 항해삼각형 공식을 이용해야 한다[11],[12]. 항해삼각형은 모든 천

체의 위치선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 고도 관측에서 계산을 수정하고 관측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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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문항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 단위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면좌표를 사용한다. 지구의 좌표점은 위도와 경도에 

의해 선박 및 태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태양의 위치는 천구의 좌표점으로 

지구의 좌표점에 대응되는 적위와 GHA에 의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명극의 기준을 북반구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항해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대한 종류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① 여위도(coLatitude; coLat) : 동명극과 관측위치(SP) 사이의 자오선 상의 호

이다. 그러므로 식 (4)와 같이 가정위치의 위도를 90˚에서 감한 각도와 같다.

     (4) 

② 여적위(coDeclination; coDec) : 동명극과 지위 사이의 자오선 상의 호를 

말한다. 식 (5)와 같이 동명극과 적위가 동명인 경우의 극거리는 90˚에서 적위

를 감한 각도와 같고 이명인 경우는 더한 각도와 같다.

   ± (5)

③ 여고도(coAltitude; coAlt) : 지위와 관측위치 사이의 대권인 수직권상의 호

이다. 식 (6)과 같이 90˚에서 천체의 고도를 감한 각도와 같으며 정거와 같게 

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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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시각(LHA) : 관측자의 자오선으로부터 천체의 시권까지 항상 서쪽으

로만 360˚까지 측정하는 사이 각을 말한다.

⑤ 방위각(Z) : 관측자(SP)의 자오선으로부터 관측자(SP)와 지위(GP)를 연결하

는 대권(수직권)까지 측정한 관측자(SP)에서의 각이다. 천체방위는 천의 북극

(Pn)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천체의 수직권까지의 각으로 360˚까지 측정한 

각이다. 

2.1.7 위치권(등고도권)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때 관측되는 고도는 지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원으로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배는 태양의 지위로부터 600 마일 떨어

져 있다면, 지위를 중심으로 반경 600 마일의 원 어딘가에 있게 된다. 이것을 

등고도권(Circle of Equal Altitude) 또는 등고권이라 부른다[13].

Fig. 7은 위치권을 나타낸 것으로 태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천체는 그 거리가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지구의 어디에서든 천체의 빛이 도달하는 각도

는 동일하다.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게 되면 천체의 지위로부터 관측자까지의 

거리, 즉 정거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측자의 위치는 반드시 천체의 지위를 중

심으로 하고 정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지표면상의 원둘레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원을 위치권이라 부른다. 이 위치권은 천체의 고도가 같게 보이는 점의 자취이

므로 이를 등고도권이라고도 한다. 위치권 상의 관측자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COP에서 태양을 보는 것보다 높은 고도를 본다. 그러므로 관측자는 태양의 GP

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의 COP 반경은 더 작다[10]. 즉, COP 상의 모든 관측자

는 모두 동일한 고도를 관측할 수 있다.

Fig. 7에서 Horizon은 관측자의 진수평을 나타낸다. Altitude는 고도를 나타내

고, Co-Altitude는 90˚에서 Altitude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Radius는 Co- 

Altitude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태양의 지위로부터 관측자가 떨어져 있

는 거리는 고도를 측정하여 이를 90˚에서 빼 준 그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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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ircle Of Position

2.2 위치권의 결정 

위치선은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수천해리에 달하는 소권이며 이를 점장도에 

그리면 특수한 곡선이 되므로 일일이 위치권을 작도하여 선위를 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항해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위치권의 전부가 아니

라 추측위치 부근의 극히 작은 부분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큰 소권

의 일부분을 직선으로 나타내어도 실용상은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위치권의 앞부분을 점장도에 기입할 때에는 이를 직선으로 나타내는데 이

것을 LOP(Line Of Position or Position Line; 위치선)이라 부른다. 보통 일반적

인 천측위치 결정법에서는 지위와 가정위치(또는 추측위치나 추정위치)를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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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과 위치권이 만난 점에서 위치권에 그은 접선을 위치선으로 하고 있다. 그

런데 위치를 결정할 때 천측위치와 위치권이 만난 점의 거리가 크면 위치권과 

위치선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며 이 간격은 위치권의 곡률이 클수록 커진다. 

그러나 실용상은 상기 한 접점에서 진위치까지의 거리가 40해리를 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천체의 고도가 약 75˚이하이면 위치선과 위치권의 간격은 1해

리 이내로 되어 위치권을 위치선으로 대신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평행이 아닌 2개 이상의 위치선을 결정하면 이들의 교점이 선위가 된다.

이에 위치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천체를 관측하고, 위치선을 구성하는 요소

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6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① 육분의를 이용해서 천체의 고도를 관측한 뒤, 개정치를 적용해서 관측고

도를 산출하게 된다.

② 관측시간을 통해 천체의 GHA와 Dec를 산출할 수 있다.

③ 지위와 관측고도(ho)를 통해 LHA와 위도를 산출할 수 있다.

④ 천측계산표(Sight Reduction Table)를 통해 hc와 Z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계산고도(hc)와 관측고도(ho)를 비교해서 고도차를 구한다.

⑥ 위치선의 기입

따라서 위치선을 작도하기 위해선 천체의 계산방위, 가정위치, 고도차(=수정

차)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치선을 어느 위치를 

사용해서 산출하느냐에 따라 가정위치와 추측위치로 사용되어진다. 가정위치의 

가정위도는 추측위치의 위도에 ±30΄이내로 정하며, 가정경도는 추측경도를 그

대로 결정해서 사용하게 된다[9]. 위치선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하나로 천체의 고도측정 및, 고도 개정과 항해 삼각

형을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 좌표를 산출하는 공식을 설계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는 태양을 대상으로 관측하여 천측력과 경․위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3개의 

천측위치권을 만들어 좌표를 산출하는 방식도 제안하였으나, 오차삼각형이 형

성될 경우 선위결정계산과정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못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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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치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차삼각형의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의 위치권을 이용한 교차지점으로 그 선위결정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치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들은 천측력(Nautical Almanac)과 천측계산표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천측력은 선박이 대양을 항해할 때 천체의 고도 및 방위

각 측정에 필요한 태양, 달, 행성, 항성의 위치를 비롯해서 일출․일몰 및 월출․
월몰 시각 등을 수록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항해서지이다[15]. 

그리고 모두 6권으로 구성된 천측계산표는 천측력과 함께 사용되며 가정위치를 

이용하여 계산고도와 방위를 구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16].

2.3 관측고도에 개정할 요소

위치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계산하는 과정 중, 천체의 고도를 관측한 뒤 개

정치를 적용해서 관측고도를 산출하게 된다.

천체의 관측고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정요소들이 필요하다. 이

는 천체의 대상에 따라 개정 수식이 달라지게 된다. 물론 천측력과 천측계산표

를 기반으로 한 개정요소들에 대한 수식화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17],[18]. 

이러한 관측고도의 계산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개정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자 한다.

2.3.1 안고차

관측위치에서 시수평과 거소수평이 관측자의 눈에서 이루는 각을 안고차(Dip 

of Horizon; Dip 또는 D)라 한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체의 관측고도

(Ho)는 진수평으로부터의 고도이지만 관측자는 진수평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시수평으로부터의 고도(Hs)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 지구 표면 P점에 닿는 천체 

광선 L2는 무한대의 거리에서 오는 광선이기 때문에 L1과 평행이고, 거소수평은 

진수평과 평행이 되므로 P점에서 이루는 각 Ho΄는 Ho와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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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p of Horizon

따라서 천체의 고도를 측정할 때 시수평을 이용하면 진수평(또는 거소수평)을 

기준으로 한 고도보다 안고차만큼 높게 측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안고차 개정을 

위해선 항상 안고차만큼 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안고차는 관측자의 안고

가 높아질수록 커지며 안고가 0이면 안고차도 0이 된다[9].

2.3.2 기차

광선이 동질의 투명 매개체를 통과 시는 일정한 속도로 직선으로 나아가지만 

밀도가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는 속도가 틀려진다. 광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

에 비스듬히 닿아 뚫고 들어가면 속도 변화가 일률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파

(wave)는 다른 매질에 먼저 닿는 부분부터 속도변화가 생기므로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광선의 진행방향의 변화를 굴절(Refraction)이라 한다.

천체에서 오는 광선이 지구대기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직선으로 오

게 된다. 그러나 대기밀도는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천체광

선이 통과할 때에는 점진적으로 아래로 휘어져서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천체에서 오는 광선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굴절하면서 생기는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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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차 또는 기차(Atmospheric Refraction; R)라 한다.

Fig. 9와 같이 관측자 O 위치에서 천체의 시고도는 대기차로 인한 굴절량만

큼 더 높게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천체의 시고도에서 대기차를 감해 주어

야 한다. 천체가 천정에 있으면 굴절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고도가 낮아

질수록 증가하고 시수평의 대기차는 커지게 되며 최대 34′. 5에 이른다[9],[10].

Fig. 9 Refraction

2.3.3 기온과 기압

기차는 대기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며 대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

게 된다. 즉 전선이 통과하거나 Squall이 지난 후 약 30분간, 기온의 역전층이 

생긴 때, 해수와 공기의 온도차가 심한 때 무풍상태에서 온도나 습도가 서로 

다른 공기의 층이 형성된 때 등의 상태에서는 기차가 크게 변하므로 평균기차

표를 이용하여 고도개정을 하여도 오차가 크게 된다. 그러나 일일이 이들에 대

한 개정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그 가운데 특히 기온과 기압 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고 또 계통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정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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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측력 A4 페이지는 기온․기압 개정치(TB)를 구하는 것으로, 기온 50℉(10℃), 

기압 29.83inch(1010hPa)은 표준대기상태에서의 굴절률에 대한 개정치이다. 기

온이 변하면 기차도 변하므로 50℉ 미만이면 “-”, 50℉ 초과이면 “+”로 개

정을 하며 이 개정을 기온개정(Air Temperature Correction; T)이라고 한다. 또

한 기압이 1010hPa 미만이면 “+”, 1010 hPa 초과하면 “-”로 개정하는 것으

로 이 개정을 기압개정(Atmospheric Pressure Correction; B)이라고 한다[9].

2.3.4 시차

천체와 지구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 천체 및 지구 표면에 있는 관측자를 연결

한 직선이 천체에서 이루는 각을 지심 시차(Geocentric Parallax) 또는 시차 

(Parallax; P)라 한다. 천체가 항성인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천체를 보는 방향과 관측자의 위치에서 보는 방향이 거의 같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태양, 달, 행성처럼 지구에서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천체에 

있어서는 지구표면상에서 보는 방향과 지구중심에서 보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측정한 고도에 시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중심 C, 천체 M의 겉보기고도는 MOM′, 

진고도는 MCH이고 그 차는 곧 시차이므로 관측시에는 천체의 고도를 시차만큼 

낮게 보는 셈이다. 따라서 진고도를 구하려면 겉보기고도에 시차를 더해야 하

기 때문에 시차 개정값의 부호는 항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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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rallax

관측자 O를 이루는 각의 변화는 천정에 천체가 있으면 시차는 전혀 없고 고

도가 낮아질수록 증가된다. 천체가 수평선에 있을 때 시차는 최대가 되며 이때

의 시차를 수평시차(Horizontal Parallax; HP)라 한다[9].

2.3.5 시반경(겉보기반지름)

관측자는 태양이나 달의 대략적인 중심고도를 육분의로 측정할 수 있으나 정

확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 하변(Lower Limb; LL) 또는 상변(Upper Limb; UL)을 

측정한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이나 달의 상변고도 또는 하변고도와 중심고

도와의 차를 시반경(Apparent Semidiameter; SD) 또는 겉보기반지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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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pparent Semidiameter

태양의 시반경은 태양이 원일점에 오게 되는 7월에 가장 작아 15′. 8이고, 근

일점에 오는 1월에 가장 커서 16′. 7까지 된다. 태양이나 달의 시고도는 하변고

도 측정시는 시반경만큼 낮게 측정하게 되므로 개정시는 시반경을 더해주고, 

상변고도 측정시는 반대로 감해 주어야 한다[10].

2.3.6 광삼

밝은 물체의 배경이 어두운 때에는 그 물체가 실제보다 약간 크게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광삼(Irradiation; J)효과라고 한다. 이 현상으로 인하여 수평선

은 어둡고 하늘이 밝은 때에는 수평선이 실제보다 약간 낮게 보이며, 밝은 태

양은 실제보다 항상 다소 크게 보인다. Fig. 12에서 점선은 실제 태양의 크기와 

실제 수평선을, 실선은 겉보기의 태양 및 수평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12 (a)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태양의 하변을 관측할 때에는 태양의 광삼차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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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선의 광삼차가 서로 상쇄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나, Fig. 12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변을 관측할 때에는 이들이 서로 합해지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하

여야 한다. 천측력의 태양 상변고도 개정표에는 태양광삼 개정량 –0′. 6, 수평광

삼 개정량 –0′. 6을 합친 광삼 개정량 –1′. 2를 포함시켜 고도측정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태양 이외의 천체에 대해서는 광삼 개정이 필요없다[9].

Fig. 12 Irradiation

2.3.7 위상

행성은 달처럼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빛을 내고 있으므로 태양과의 이각에 따

라 지구에서 관측되는 행성의 모양이 달과 비슷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위상

(Phase; F)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관측자가 볼 수 있는 행성의 중심과 실제 중심이 틀리므로 실제 

중심 고도를 구하기 위하여 위상 변화에 따르는 고도개정이 필요하다. 지구에

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금성과 화성의 위상 변화에 따르는 고도개정은 필요

하나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목성과 토성의 위상 변화에 따르는 오차는 무시하

여도 실용상의 오차는 없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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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측고도에 대한 기계적 오차

천체의 고도를 측정하고, 위치권 방식을 이용한 위치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고도관측 과정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오류는 위치권을 결정

하는데 있어 위치 오차에 많은 오류를 내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도 측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즉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고도관측 시 육분의라는 항해 보조장비를 사용하였다[19]. 이 장

비의 구조와 형태는 제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

용면에서의 기능 및 특징은 유사하다. Fig. 13은 Cassen & Plath사의 육분의에 

대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Fig. 13 Structure of Sextant(Cassen & P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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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Fig. 13의 각 항에 대한 명칭과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20].

No Name Feature

1 Sextant Frame
육분의의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모든 부품들이 이 프레

임에 부착된다.

2 Arc
프레임 하부의 눈금판으로 –10˚에서 130˚까지 도수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3 Handle 육분의의 사용 손잡이이다.

4 Index bar
아크의 중심을 선회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며 인덱스 바

에 표시된 눈금은 호의 눈금을 가리킨다.

5 Micrometer Drum
분(′)단위의 눈금 60개가 표시되어 있어 1회전에 60′

을 표시하며 인덱스 바 1˚의 눈금을 움직이게 한다.

6 Vernier

마이크로미터 드럼 바로 옆 인덱스 바에 부착되어 있

고, 정확도가 0.1′인 소수분 한 자리까지의 각도를 읽

을 수 있다.

7 Shade Glasses

천체의 강한 광도 감소와 수평선의 선명도를 위해 관측

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차광유리이다.

총 7가지 음영 유리가 장착되어 있고, 별 관측용 4개, 

수평선 보기용 3개로 구성되어 있다. 

8 Horizon Mirror
천체와 수평선을 보는데 95%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보

여주는 거울이다.

9 Index Mirror
인덱스 바 상단에 부착된 거울로써 기면에 대하여 직각

으로 부착되어 있다.

10 Telescope 천체 관측을 위한 망원경이다.

Table 1 Components for Sex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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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육분의 장비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오차를 내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정 가능한 오차와 수정 불가능한 오차

로 구분할 수가 있다[21].

2.4.1 수정 가능한 오차

수정 가능한 오차의 종류로는 수직 오차(The Error of Perpendicularity), 사이

드 오차(Side Error), 인덱스 오차(Index Error), 평행 오차(Collimation Error)가 

있다.

① 수직 오차 : 육분의의 기면과 동경(Index mirror)가 수직이 아닐 때에 생기

는 오차

② 사이드 오차 : 수평경(Horizon Mirror)의 기면과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생

기는 오차

③ 인덱스 오차 : 인덱스 바(Index Bar)를 0에 맞추었을 때 동경과 수평경가 

서로 평행이 아닐 때에 생기는 오차

④ 콜리메이션 오차 : 망원경(Telescope)의 중심선이 면과 평행이 아니기 때

문에 생기는 오차

이들 오차를 수정한 뒤에도 주로 ③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오차가 생기는

데 이 오차를 육분의 기차 또는 인덱스 오차라고 부른다. 이 육분의 기차가 있

으면 동경과 수평경이 평행인 위치에서 아크(Arc)의 눈금 0과 버니어(Vernier)

의 눈금 0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양만큼 천체의 고도를 높게 또는 낮게 측정

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정을 육분의 기차 개정(Index Correction; IC)이라고 하

면, 육분의 고도가 기차를 포함하지 않는 고도가 되도록 부호를 정한다.

2.4.2 수정 불가능한 오차

수정이 불가능한 오차는 센터링 오차(Centering Error), 프리즈메틱 오차

(Prismatic Error), 그레쥬에이션 오차(Graduation Error)의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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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링 오차 : 인덱스 바의 받침점이 아크의 중심에 있지 않으므로 생기

는 오차

② 프리즈메틱 오차 : 차광 유리(Shade Glass)나 동경 또는 수평경의 양면이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③ 그레쥬에이션 오차 : 아크, 마이크로미터 드럼(Micrometer Drum) 및 버니

어에 새겨진 눈금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차

이들 오차는 사용자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오차는 육분의를 제

작한 후에 제작자 측에서 이들에 대한 오차표를 작성하여 육분의 상자 안에 보

관하여 필요하면 이 오차에 대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 오차에 대한 개정을 

기계차 개정(Instrument Correction; I)이라고 하며, 잘 제작된 육분의라면 이 오

차는 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무시한다[9].

2.5 St. Hilaire 방식

위치선(LOP)의 발전 배경은 St. Hilaire 방식 이전, 1837년 Thomas H. Sumner 

선장에 의해서 위치선의 개념이 처음 발견되었다. Sumner 선장은 처음으로 세 

개의 가정 위도에서 세 점을 플롯하였을 때 현재 위치가 그 직선 위치선 상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이러한 직선 위치선 근사치는 섬너 라인

(Sumner Line)이라고도 불리었고 6년 후인 1843년에 결과를 발표했다[22].

Fig. 14에서 보듯이 AP에서 고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Hc 등고선 상에 AP가 통

과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측된 고도 Ho 등고선 상에 A지점과 선박이 위치하고 

있다. A지점은 계산고도를 보정한 결과값이 적용된 지점으로 GP로 향하면 고

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GP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두 등고선 사이

의 방위각 선을 따라 대권 거리는 원호의 분(minutes) 또는 해상 마일에서의 고

도차이다. AP로부터의 방위각을 따라 Ho-Hc(분당 1nm로 측정)의 결과만큼 A지

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A지점은 GP를 향한 것이며, 이는 관측된 Ho가 Hc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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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qual-Altitude Contours

A지점은 결국 Ship 위치에 근접한 위치선 상에 위치하게 되고, 이러한 A지점

을 반복 계산을 통해 여러 개를 지정함으로써 각 A지점 위도에 대해 교차되는 

직선 위치선의 두 지점에 대한 위도와 경도의 각각 2개와 플롯의 시작 지점을 

이용하여 다섯 번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1875년 St. Hilaire 대위는 섬너 라인 방식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한 AP(가정위

치) 위치를 산출하게 되었다. 위치선을 플로팅 해야 하고, 실제 위치권 근처의 

참조지점인 가정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주요 방법이자 일반적인 천측 항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근접한 직선 위치선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첫째, 직선에 대한 위치 계산은 가능한 단순해야 하고, 둘째, 위치

선 세그먼트를 플로팅하고자 하는 지리적 영역을 지정하는 편리한 방법을 원한

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위치선 상에 가장 가까운 관심 지역을 미리 선

택된 지점, 즉 가정위치에서 방위와 거리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그 결과값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서 위치선에 근접하는 대략적인 직선을 간단히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위치는 선박 근처 또는 때로는 다른 곳에 위치할 

수는 있지만, 선박의 위치가 정반대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St. Hilaire 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치권상에서 선박 근처의 참조 지점인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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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선택한다. 이 지점의 경도와 태양의 GHA를 이용하여 지방시각을 구한다. 

그런 다음 이 지방시각, 태양의 적위, 계산고도와 방위각을 계산하여 가정위치

의 위도를 산출한다. 태양에 대한 방위는 가정위치의 좌표에 나타내며, Ho가 Hc

보다 크거나 작은지에 따라 고도차 거리가 GP쪽으로 가깝거나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근사치의 위치선는 방위각에 직각으로 그려진다. 앞서 설명한 각 

세부과정은 천측력에서 고도 보정 및 지위를 찾고 항해 삼각형으로 산출되어진

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Fig. 15와 같이 나타내었다. 또한 해도상의 가정위

치에서 관측고도 계산고도를 비교하여 관측고도가 크면 태양의 방위 쪽으로 차

이만큼 위치선을 작도하고, 계산고도가 크면 반대 방위 쪽으로 차이만큼 위치

선을 작도하는 HOMOTO 방법 적용하였다[23].

Fig. 15 The Straight-line Approximation to the True COP

상기 섬너 라인 방식은 적어도 직선 위치선의 두 점에 대한 좌표인 위도와 

경도 각각 2개와 플롯의 시작 지점까지 5개를 사용하여 5차 방정식으로 해결해



- 31 -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St. Hilaire방식은 두 가지 즉 방위각(Zn)과 계산고

도(Hc)를 구하는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배의 속력, 코스 및 이동과 같은 요인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플

로팅하는 것을 DR(Dead Reckoning, 추측위치)이라고 한다. 추측위치는 가장 최

근에 얻은 위치를 기준으로 추측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과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추측위치는 불확실해질 수 있는 반면, 가정위치는 관측자가 선택한 기준

점이며 천체에 대한 위치선의 한 부분을 계산함으로써 추측위치와 가정위치는 

위치선을 플로팅했을 때 서로 다른 위치로 표현될 수 있기에 서로 관련이 없다

[7].

2.6 위치권 방식과 알고리즘

선박의 천체 관측자들은 육분의를 통해 천체를 관측하여 관측자 위치를 기준

으로 Fig. 15와 같이 작도가 가능하지만, 작도 상 위치선에 근사하는 과정에서 

오차는 필연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작도를 위해서는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 관측자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Fig. 16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천체에 대한 위치권을 표현하면 그 교차점

이 관측자의 위치가 된다. 

Fig. 16 Two Celestial C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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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구 표면상에서 플로팅을 할 때 두 천체 위치권은 굉장히 넓게 겹쳐

지기 때문에 두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세기 이전 기술이 현대와 같이 발달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Fig. 16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큰 원을 해도와 같은 한정된 공

간속에서 원활히 그것을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큰 원을 그리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원하는 만큼 작도하

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원을 표현하는 것은 자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직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데 비해 불편하였다. 그러나 IT의 발달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요즈음 빨라진 계산의 능력으로 원 개념인 위치권 방식을 그대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Fig. 17은 두 위치권이 겹치는 두 점을 구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위치

권 방식에 의한 두 지점의 계산을 위한 Fig. 16의 구체적인 표현이다[7]. 

수학적인 해석을 위해 구면 삼각법을 이용하여 수식을 전개하였다.

두 천체의 지위 GP1과 GP2가 이루는 거리 D12를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cos  sinsincoscoscos (7) 

여기서 dec1은 GP1의 적위(Dec; Declination)이며, dec2는 GP2의 적위이다. 지

위는 적위와 본초시각(GHA; Greenwich Hour Angle)으로 구성되며, 천구상의 좌

표로 개념적으로는 위도와 경도에 대응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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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tailed Display of Contours of COP1 and COP2

천체의 첫 번째 지위 GP1과 Pole이 이루는 선분과 선분 D12가 이루는 각 A를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sin

sinsincos
(8)

선박의 관측자와 지위 GP1이 이루는 선분과 선분 D12가 이루는 각 B를 식 (9)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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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cos

sincossin
(9)

이를 통해 첫 번째 관측자의 위치 Lat1을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sinsincoscoscos (10)

이를 통해 경도 성분을 구하기 위해 관측자와 지위 GP1과의 경도차 LHA1을 

식 (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cos

sinsinsin
(11)

여기서 LHA는 지방시각을 나타내며 서쪽으로 0˚에서 360˚까지의 범위를 

가진다[10]. 

이를 토대로 경도 Lon1을 구하면 식 (1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2)

따라서 상기 6개의 식을 통해 두 위치권에 따른 위도상의 상측 위치 

Ship1(Lat1, Lon1)은 구해진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두 위치권이 겹칠 

경우 반드시 두 개의 위치가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위도상 아래의 위치 

Ship2(Lat2, Lon2)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식 (10)에서 마지막 cos항의 인자 

(A–B)를 (A+B)로 처리하여 나머지 수식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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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식 (10)을 식 (13)과 같이 변경하여 구할 수 있다.

sin  sinsincoscoscos (13)

상기 식 (10)과 식 (1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분 D12는 대권이고, 

Ship1(Lat1, Lon1)과 Ship2(Lat2, Lon2)가 이루는 선분과 정확히 90˚직교한다는 점

이다.

따라서 GP1과 GP2 대비 구해진 Ship1과 Ship2의 값은 관측자가 천체를 관측 

시 관측 천체의 방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다면, 관측자의 위치가 Ship1인지 

Ship2인지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관점을 두고 다음 3장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고자 한

다.

2.7 위치선의 오차 

선위는 둘 이상의 위치선의 교점으로 정해지며 이 선위의 정확도는 개개의 

위치선의 정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위치선에 포함되는 오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오차의 종류로는 고도차에 포함되는 오차로 인한 것, 계산방위의 오차로 

인한 것, 위치권의 곡률로 인한 것, 점장도 사용으로 인한 것, 위치선의 전위로 

인한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도차에 포함되는 

오차로 관측고도의 오차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9].

고도차는 관측고도와 계산고도와의 차이를 말하는데 고도차의 오차는 관측고

도의 오차와 계산고도의 오차 때문에 생긴다.

다음은 관측고도의 오차에 대해 그 원인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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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분의 오차

육분의에 미지의 오차가 있으면 관측고도에는 그 양 만큼의 오차가 포함되고 

동시에 고도차에도 같은 양의 오차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위치선에도 꼭 같은 

오차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육분의의 취급은 특히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기차

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고도개정표의 오차

평상상태에서는 실용상 고도개정표의 오차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비표준상태에서는 특히 천문기차 등의 오차로 인하여 각 표의 표값은 실제값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기온, 기압에 대한 개정을 추가하여도 다소의 오차

는 남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저고도의 천체관측을 피하는 등 여러 가지 관측

상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측오차

관측오차는 주로 수평선의 불명료,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평선의 

불명료는 낮이면 햇빛의 반사작용, 구름의 그림자, 옅은 안개 또는 파랑 등에 

기인하고 밤에는 달이 있고 없는 데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오차를 작게 

하려면 바른 수평선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예컨대 옅은 안개가 낀 때에는 안

고를 낮추고 파랑 때문에 수평선의 기복이 심한 때에는 안고를 높여 관측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천체의 밝기와 수평선의 반사광도에 따라 알맞은 차

광유리를 선정해서 양자의 밝기를 같도록 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달밤에 수평

선이 명료한 때에는 Star Sight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깜깜한 밤

이라도 맑게 개인때에는 최대오차 5΄.0 정도로 관측할 수 있으므로 연속 관측하

여 그 평균치로 관측위도를 구하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 자기 기능

의 정도를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다. 선체의 동요가 심한 때에도 수 분(΄)정도

의 오차가 생기기 쉬우므로 연속 관측하여 그 평균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관

측조건이 양호하고 측정자의 기능도 중등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이 오차의 중앙

오차는 0΄.5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고도차에 포함되는 우연오차는 거의 이 오차

에 좌우되며 대략 0΄.5쯤으로 생각하여 두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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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차

개인차는 관측자의 기능과 관측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고도변

화가 빠른 시기에 최대로 된다. 그리고 개인차는 주로 관측시에 천체와 수평선

을 접촉시키는 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숙련이 되면 개인차는 거의 일정하게 

된다. 개인차를 구하려면 반대방향의 천체 2개씩을 관측하고 4개의 위치선을 

작도하여 그 평균치를 취하는 방법, 위치를 아는 지점에서 천체를 여러 번 관

측하여 구한 위치선과 그 지점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아는 방법 또는 수련된 관

측자의 측정값과 자기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오차가 관측고도에 포함되며 천체의 고도변화가 빠른 때일수록 그 오

차도 크기 때문에 관측고도의 오차는 천체가 동서권 부근에 있을 때 관측하면 

최대이고 자오선 부근에 있을 때 관측하면 최소로 된다[9].

2.8 시진의

천측력에서 천체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까지 정확히 측정된 그리니찌 

평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천체 관측시는 초(″)까지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시

각 측정 방법이 있어야 한다. 선박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시진의

(Chronometer) 또는 무전시보(Radio Time Signal)를 이용한다. Fig. 18은 시진의

의 실제 모습으로 정확한 시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상선박의 특수 사정에 알

맞도록 제작된 시계이다. 특히 온도 변화에 따르는 금속의 수축․팽창과 태엽의 

탄력 변화에 따르는 자동 조정 장치가 부착된다. 선박의 Rolling Pitching에 대

비하여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Gimbal Ring을 장치하여 목재 상자 안에 

보관한다[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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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hro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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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진위 결정 알고리즘의 구현

앞장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위치권 방식에서는 진위와 허위가 항상 함께 나

타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두 위치는 위치권 2개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위치 중 한 개를 허위로 지정하여 배제하지 

않으면, 진위를 구하는 것이 용이롭지 못하다. 

또한 진위의 결정을 위해 진위와 허위가 이루는 선분은 격시관측의 경우, 자

오선과 거의 평행하여 두 개의 천체가 이루는 지위를 연결한 선분이 적도와 평

행한데 비해 동시관측의 경우 전혀 이들 선분의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측방식에 따라 알고리즘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그리고 이들 

관측방식에 따른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통일성 여부를 함께 시험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Two-Body Fix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정리하여, 방위와 자선의 위치간 연관성을 이용한 진위 구분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3.1 각 개정 요소의 계산

본 절에서는 상기 2장에서 거론되었던 많은 개정 요소의 세부적인 계산 요소

를 정의하였다. 각각의 요소별로 아직까지도 과학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 점

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의되지

는 않았다. 일례로 굴절률의 경우, 기압과 온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으로 인해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아직

도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는 기압과 온도에 따른 요소의 변화만을 도식화하여 

빛의 굴절률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계산 방식 역시, 특정 

고도에서는 더욱 정확하거나 혹은 덜 정확한 값을 표출한다. 즉, 아직까지도 굴

절률 하나에서도 특정한 수식에 의한 계산이 용이롭지 못한데, 이는 수식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정밀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확히 

빛의 굴절이 기온과 기압 외에 어떠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더 받을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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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빛의 굴절률은 빛의 파장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때까지 연구되어 온 자료들을 종합하여 대부분 정론으

로 받아들여지는 개정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3.1.1 요소별 계산

① 안고차

육분의를 이용한 시고도(Ha)는 기기오차(IC)와 안고차(D)를 적용하여 대략적인 

고도를 구할 수 있다. 식 (14)는 대략적인 고도(Ha)를 나타낸다[25].

   ±   (14)

이때 안고차는 천측력의 안고차개정표(A2 페이지)에 나타나는 값으로 식 (15)

에 의해 계산한 것이다.

  

  (15)

식 (15)은 안고 단위가 m일 때, 식 (16)은 ft일 때 적용되어진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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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굴절률

굴절률(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온 10 ℃, 기압 1010 mbar인 평균 대기에 

대한 평균 굴절률을 식 (17)과 같이 표시한다[25]. 

 
tan   






(17)

이러한 평균 굴절률 Rm에 식 (18)의 cf를 곱하여 기온 및 기압의 변화에 따른 

굴절률을 계산하면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19)

따라서 상기 식을 적용한 기압과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은 식 (20)과 같이 

계산된다.  

  



tan






(20)

③ 시차

Fig. 10에서 Z를 천체의 겉보기 정거라고 하고, 그 천체까지의 지심거리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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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지구 반지름 r에 대하여 식 (21)과 같이 성립한다[9]. 

sin
sin

 


(21)

Z는 시고도 Ha에 대하여 Z = 90 – Ha 이므로, 시차 P는 식 (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cos (22)

따라서 시차 P는 식 (23)과 같은 계산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  sin

cos (23)

고도가 0일 때, 즉, Ha = 0일 때 P = HP 라고 하면 식 (24)와 같이 표현된다.

  sin 

 (24)

따라서 P를 구하기 위해 만일, HP를 알 수 있다면 식 (25)와 같이 계산된다.

  sinsinco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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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도에 따른 지구반지름

지구평탄도는  


 이다. 

적도반지름    이므로 극 반지름      이며 




    이다[25].

즉, 여기서 지구반지름 r은 위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배가 불룩한 럭비공과 같은 타원의 형태이므로, 극지

방의 지구반지름이 적도의 지구반지름에 비해 짧기 때문에 식 (26)을 이용하여 

실제 위도에 따른 지구의 반지름인 이심률 e를 구할 수 있다[9].

 

  

sin
 (26)

상기 3.1.1.3 시차에서 시차 P는 지구반지름 r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측자

가 구한 위도를 이용하여 식 (26)을 통해 더욱 정밀한 지구반지름 r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정밀한 지구반지름을 이용하여 다시 위도를 구한다면 더욱 정밀한 

위도와 그에 따른 관측자의 경도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식 (26)에서 비롯된 위도의 변화는 관측자의 관측 오

차 및 기차 등에 비해 월등히 적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인위적인 관측자의 관

측에 따른 천측 위치의 결정에는 결코 사용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

나 향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우주 탐험 혹은 자율운항 선박에 이러한 천측이 

정밀하게 사용될 때를 생각한다면, 분명 지구의 반지름의 크기에 따른 위도의 

변화량은 본 절을 통해 정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⑤ 겉보기 반지름

Fig. 19에서 S와 S΄는 엄격히 구분가능하다. S가 지구 중심에서 천체의 반지름

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S΄는 지구표면에서 천체를 바라볼 때를 도식화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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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Fig. 19  Observer΄s Apparent Semidiameter 

and Geocentric Apparent Semidiameter

r΄를 천체의 반지름이라 하고, D를 천체까지의 지심거리라 할 때, 식 (27)과 

같이 된다.

  sin 
′
 (27)

이것은 태양이나 달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구에서 가까운 천체의 관측 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태양의 경우, 하변 측정 시 SD는 Ha에 더해야 하고, 상

변의 측정 시 SD는 Ha에 빼주는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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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겉보기 반지름의 증가율

r을 지구의 반지름, r΄를 천체의 반지름이라 할 때, 태양의 반지름은 696,000 

㎞ = 6.96 x 108 m이고, 달의 반지름은 1,738 ㎞ = 1.738 x 106 m이다. 또한 D

를 천체까지의 지심거리라 할 때, 겉보기 반지름의 증가율 A는 식 (28)과 같다

[9].

   

′

sin




sin

(28)

겉보기 반지름 SD는 천체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관계

로 정확한 SD는 A를 포함해야 한다.

식 (29)는 태양과 달만 적용되는 겉보기 반지름에 대한 수식이다.

∴     (29)

3.1.2 육분의 고도(Hs)에서 관측고도(Ho)로 변환하는 과정

본 논문에서 정의한 육분의에 대한 개정고도는 식 (30)과 같다. 

   ±    (30)

즉, 육분의로 관측한 고도 Hs는 기차와 안고차를 가감하여 Ha로 계산되며, 이

렇게 계산된 Ha를 토대로 아래에서 최종 관측고도인 Ho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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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은 태양, 달, 금성, 화성에 적용되는 관측고도 계산식이다.



        (31)

식 (3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식에 해당되는 천체들은 모두 육안으로 크

기가 가늠되는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성과 화성의 

경우, 육분의로 관측하여 그 상변 혹은 하변을 측정하는 것은 용이롭지 못하다. 

태양이나 달의 경우 충분히 관측 형상의 크기가 관측 가능하지만, 화성과 금성

은 그 크기를 가늠하여 관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식 (31)에

서 화성과 금성의 관측에서는 가급적 해당 천체의 가운데를 측정하여 SD와 P

의 계산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달의 경우 SD는 겉보기반지름의 증

가율 A를 합산한 SD로 식 (31)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태양의 경우 SD는 A를 연산하여도 그 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하변 혹은 상변을 측정할 때의 SD의 크기에 따른 영향이 심하다. 따라서 태양

의 상변을 관측할 때에는 식 (32)를 이용하여 연산한다. 

식 (32)를 태양의 상변 측정에 적용되는 수식이다.

 
         (32)

식 (33)은 태양의 광삼 개정을 위해 적용되는 수식이다.

  


  광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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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는 달, 금성, 화성에 적용되는 수식이다.

 
       (34)

식 (32)와 식 (34)의 차이는 달과 금성과 화성의 경우에 대하여 상변을 관측

할 때의 적용 가능한 수식이다. 

목성과 토성에 대하여 상변을 관측할 경우에는 식 (35), 하변을 관측할 경우

에는 식 (36)을 적용한다. 



      (35)

 
     (36)

나머지 행성과 항성에 대한 관측고도는 식 (37)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치가 

반영된 육분의 고도에 굴절률만 개정해 주면 된다.

     (37)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안으로 크기가 느껴지는 천체의 경우 그 천체의 반지름에 따른 영향을 무

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지름이 확연히 차이 나지 않는 화성

과 금성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중앙을 관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관측 시, 빛의 굴절은 필연 발생하므로 R은 반드시 연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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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과 화성은 식 (31)과 식 (34)는 상변, 하변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SD가 미미함에 따라 주로 하변 관측을 시행한다. 만일 상변 관측

이 요구된다면 식 (34)가 적용된다.

목성 및 토성 역시 식 (35), 식 (36)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나,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식 (35)를 우선 적용한다[7],[9],[10],[25].

본 연구 실험을 위해 사용된 Cassen & Plath사의 아날로그 육분의를 이용할 

경우, Bubble Horizon Mirror 장치를 이용하여 육상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도록 

시행하였다. 이 경우 태양은 식 (38)과 같이 적용되고, SD와 Dip은 개정되지 않

는다. 식 (38)은 태양, 달, 태양계에 적용된다.

     

   ± 
(38)

식 (39)는 목성, 토성, 항성에 적용된다.

     (39)

3.2 방위와 두 위치의 연관성 분석

두 지위 간의 적위변화량을 살펴보면, 태양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를 1

년 기준으로 1회씩 지나므로, 23.5˚에서 –23.5˚까지 총 47˚의 변화량을 1년

에 2회 가진다. 이를 계산하면 적위는 약 시간당 38.6″의 변화량을 보인다[26].

따라서 관측자가 최대로 관측 가능한 각도, 즉 양쪽으로 각각 90˚씩 총 180

˚의 관측을 예상한다면, 시간 개념으로 12시간의 시간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

이므로 그 시간 간격 동안 발생한 태양의 적위 변화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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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12h = 7′43.2″

이다. 즉, 적경 성분이 180˚변화하는 동안 적위 성분은 8΄ 이하의 미세한 변

화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동지 혹은 하지 근처에서 태양이 변화

량을 최소화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적위의 변화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Fig. 20은 구면삼각형에서 두 개의 GP와 관측자의 위치인 Ship1, Ship2가 가지

는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격시관측의 경우 지구의 적도와 거의 평행한 상태

로 태양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의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성분은 거의 적도에 평행임을 알 수 있다.

Fig. 20 Calculation of Position using Angle and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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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각 요소별 가치

Fig. 20은 한 지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체를 두 번 측정하였을 때

의 Ship과 GP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을 격시관측 할 때 

Ship1과 GP1이 이루는 시각을 LHA1이라 하면 두 지점의 각거리 a는 식 (4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sinsincoscoscos (40)

Ship1과 Ship2는 두 GP가 교차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두 

지점의 각거리 b는 식 (4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  sin cos (41)

여기서 GP1의 근처에서 표현되는 φ는 윗각과 아래각이 동일하다. 앞서 설명

한 위치선 방식에 대한 Fig.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Two-Body Fix 방식에서 

두 개의 GP가 이루는 선분에 대해 B만큼 감산하여 존재하는 위치가 Ship1이 되

며, 이 B만큼 가산하여 존재하는 위치가 Ship2가 되므로 Fig. 20에서의 각φ는 

윗각과 아래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거리 b와 a가 이루는 각 A와 A΄는 식 (42)와 식 (43)을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sinsin
cos cosco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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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 sinsin
cos coscos (43) 

따라서 식 (42)와 식 (43)은 동일하므로 각 A와 A΄는 일치한다.

tan tancos  tancos

sin (44)

각 d와 d΄는 각 A, A΄, a, φ, c를 통해 식 (45)와 식 (46)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cos  coscos  sinsincos (45)

cos′  coscos  sinsincos (46)

따라서 식 (45)와 식 (46)의 d와 d΄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거리 b는 d와 d΄의 거리를 더한 것으로 각각의 d와 d΄를 구하면 식 (45), 식 

(46)과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의 각거리를 식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7)  

GP1과 GP2, Ship1과 Ship2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의 각 B와 B΄는 식 (48)과 식 

(49)를 통해 그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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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sin
cos  coscos (48)

cos ′ sin′sin
cos  cos′cos (49)

3.2.2 두 지위와 위치권의 직교

어떠한 대권에서 그 대권의 임의의 단위 선분은 구면을 따라 굽어있는 것처

럼 보이긴 하지만 그 선분의 양변은 각각 180˚를 형성한다. 유클리드의 기하

학에서도 한 선분의 양변은 180˚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면에서의 대권도 유클

리드와 동일하게 구면을 양분하는 대권이 형성될 경우, 그 대권의 양변은 정확

히 180˚를 형성한다. Fig. 21과 Fig. 22는 소권과 대권이 교차하는 지점을 도식

화 한 것이다. 

Fig. 21 Intersection of Small-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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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에서 알 수 있듯이, 소권이 교차하는 엇각인 각 A와 각 A΄는 그 크기

가 동일하지 않다. 직선이 교차하는 경우 이들 엇각은 항상 동일하지만, 소권의 

경우 유클리드 환경이든 구면 환경이든 관계없이 이들 엇각은 동일한 크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Fig. 22에서 보듯이 대권의 교차는 직선의 교차와 동일

하게 그 엇각인 각 A와 각 A΄의 크기가 동일하다. 

Fig. 22 Intersection of Great-circle

대권의 성격상, 임의의 구에 대한 대권은 정확히 그 구를 양분한다. 즉 대권

이 이루는 구면은 그 구의 중심점을 지난다. 또한 구면과 구면이 만나는 선분

은 정확히 그 구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대권 2개가 교차할 경우, 이들 교차

점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두 대권이 교차하는 선이 된다. 

예를 들어 북극점과 남극점을 통과하는 모든 자오선은 실은 경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 두 점을 지나는 10˚E 경도선과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0˚경도

선은 각각 170˚W 경도선과 180˚경도선과 함께 각각 대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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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0˚와 10˚E 가 LHA 에서 10˚의 간격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지구 반대

편에서는 170˚W와 180˚가 역시 동일한 LHA 10˚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개의 대권이 교차하는 경우 그 두 개의 대권이 이루는 엇각은 서

로 동일하다. 

따라서 Fig. 20에서 각 C와 B΄는 동일하며 C΄와 B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GP1과 GP2를 연결한 선분은 대권이며, Ship1과 Ship2를 연결한 선분 역시 

대권이기에 이들 대권이 서로 교차하는 엇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

클리드 환경에서처럼 엇각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구면을 평면에 표시하

는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식 (48)과 (49)에서 각 B = B΄ 임을 이미 증명하였다. 

Fig. 20에서 C와 C΄ 그리고 B와 B΄가 모두 인접해 있으므로, 이들 네 개의 각

이 이루는 값은 식 (50)과 같이 360˚가 되어야 한다. 

  ′  ′   (50)

상기에서 설명하였듯이, C = B΄이고 C΄= B 이며 B = B΄이므로 식 (5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51)

즉, 관측을 위한 두 지위를 연결한 대권과 진위와 허위의 각 위치권이 이루

는 대권이 서로 직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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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B΄, C, C΄는 모두 90˚의 직각이고, GP1과 GP2가 이루는 Ship1과 Ship2

가 이루는 선분과 수직으로 교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hip1과 Ship2의 방위를 이용한다면, 두 개의 지위가 이루는 대권을 기

준으로 명확히 허위와 진위의 상하의 어떠한 점이 진위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선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그네틱 컴퍼스는 자차와 편차로 인해 적게는 수 

도(Degree)에서 많게는 수십 도(Degree)의 오차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컴퍼스는 지구자기의 방향성분을 이용하여 방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선체

자기가 지구자기에 미치는 자차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자기 성분이 변

하는 편차를 보정해야 정확한 진방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선수방

위가 변하는 자차나 해당 지역의 경년변화에 따라 변하는 편차와 같은 오차 수

정의 번거로움이 발생된다[27]. 따라서 이러한 방위 오차를 내포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진위를 구분 짓기 위해서 대권의 직교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개의 지위가 이루는 대권 대비, Ship1과 Ship2

가 이루는 대권이 90˚대 90˚로 직교하지 않고 만일 20˚대 160˚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마침 마그네틱 컴퍼스가 30˚오차를 가진다면, 20˚의 

영역은 –10˚가 되며, 160˚는 190˚를 형성하는 것으로 측정 될 수 있다. 

즉 20˚영역에서는 부호가 (+)에서 (-)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같은 방법으로 직교하는 경우, 90˚대 90˚에서 60˚대 120˚로 변화하여 

부호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부호의 변동은 두 개의 지위가 이루는 대권의 

상부에 있는 것을 하부에 있는 것으로, 혹은 하부에 있는 것을 상부에 있는 것

으로 오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위치권 상의 위치 중에서 한 개의 진위를 구분하기 

위해 방위를 이용하였다. 육분의는 (1/1200)˚의 고도를 측정하는 정밀한 계측 

장비이지만, 선박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방위 측정 장치는 수십 도(Degree)의 오

차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위의 오차에 대해서도 가장 둔감한 진

위의 부호 반응은 그 두 대권이 직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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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 3.4, 3.5절에서는 격시관측 및 동시관측에 따른 방위 구분법을 논하

기로 한다. 그 이전에 실무에서 지위와 위치권이 생성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

차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3.3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3 고도 측정 시 고도의 측정 범위

Fig. 23에서와 같이 두 천체의 관측이 정확히 이루어 진 경우, 이 두 개의 천

체를 이용하여 관측된 등고도에 따른 접점은 반드시 a, b 두 개가 존재해야 한

다.

Fig. 23 Contact Relations between    

  GP1 and GP2

Fig.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원인 GP1과 작은 원인 GP2가 서로 겹치지 않

는 경우는 GP2에 해당하는 원이 GP1에 해당하는 원 속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

우와 Fig. 25와 같이 GP1에 해당하는 원과 GP2에 해당하는 원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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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4 Contact Disable State between GP1 and GP2 (1)

Fig. 24 (b)는 작은 원이 큰 원 속으로 포함된 경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즉, Fig. 24 (a)에서 Fig. 24 (b)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r과 r΄, 그리고 L이 

이루는 세 변에 의한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특성을 식 

(52)로 나타낼 수 있다.

  ′   (52)

즉,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L보다 작아야만 두 원은 두 지점에서 만난다. 

만일    ′   이면 두 원은 한 점에서 만난다.

단, 이때는 r΄의 원이 r의 원 속에 내재한다. 

Fig. 24 (b)는 GP1과 GP2가 분리된 경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58 -

(a)                                     (b)

Fig. 25 Contact Disable State between GP1 and GP2 (2)

즉 Fig. 24 (a)에서 Fig. 24 (b)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r과 r΄, 그리고 L이 이루

는 세 변에 의한 삼각형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특성을 식 (5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53)

즉 두 원의 반지름 합이 L보다 커야만 두 원은 두 지점에서 만난다. 만일 

   ′  이면 두 원은 한 점에서 만난다.

단, 이때의 r과 r΄는 외접한다.

상기 식 (52)와 식 (53)은 OR 조건이 아닌 AND 조건이다.

따라서 식 (52)와 식 (53)은 식 (54)와 같이 바꾸어서 정의할 수 있다.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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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지름 r은 90˚에서 고도 h를 뺀 여고도와 동일함으로 식 (55)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    ′     (55)

따라서 두 번의 고도 측정 시 식 (55)를 만족하지 못하는 고도가 측정되었다

면, 이것은 관측상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때의 h와 h΄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격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

낮에 관측할 수 있는 천체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로 태양을 이용한

다. 따라서 위치권 방식으로 관측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격차를 두

고 태양을 2회 이상 격시관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Fig. 26은 격시관측 시 위치권 방식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 Two-Body Fix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구하면, Ship1과 Ship2의 

두 가지 위치가 나타난다. 이 중 하나는 진위이며 다른 하나는 허위가 된다. 본 

논문에서 방위를 이용하여 이들 위치를 구분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 격시관측의 특성 상, GP1에 대한 GP2의 변화가 위도 성분에서는 거의 발견

되지 않으므로 북측 위치에서 측정한 방위 Z1과 Z2는 그 값을 인자로 하는 cos

에 대하여 (-)값을 가진다. 반대로 Ship2에서 측정한 Z1΄, Z2΄는 (+)의 값을 가진

다. 격시관측 시 관측자가 각각 측정한 Z1, Z2 혹은 Z1΄, Z2΄가 cos인자로써 그 

값이 (-)를 가지면 관측자가 북에서 남쪽의 천체를 바라보는 것임으로 Ship1이 

진위가 되며, 그 반대이면 남측의 관측값을 진위로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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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P Schematization when Running Fix

따라서 식 (56)과 같은 조건식으로 진위여부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f cos  andcos  

     

 cos  andco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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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cos(Z1)과 cos(Z2)가 각각 한 개의 음수와 양수로 나타난다면 다시 말해

서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것은 계산의 오류 혹은 방위의 측정을 담당하는 

마그네틱 컴퍼스의 오류가 있다고 판정 가능하다.

Fig. 27은 관측자 대비 두 GP의 위치가 경도 성분 각각 앞뒤로 존재하고 있

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관측자 대비 해 뜨는 오전의 GHA 값을 (a)로 표현하

였고, 해 지는 오후의 GHA 값을 (b)로 표현하였다.

Fig. 27 Running Fix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Fig. 26과 Fig. 27의 차이점은 Fig. 26에서는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을 가로지르고 있지만, Fig. 27에서는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을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Fig. 26은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연장

선에 대해서는 가로지르고 있다. 따라서 앞서 cos연산되었던 식 (56)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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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식 (56)은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 상에 존재하는 Ship1과 아래에 존재하

는 Ship2에 대하여 관측자의 방위를 간단한 cos연산으로 진위를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5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

격시관측은 동일한 천체를 시간 간격을 두고 관측하는 것으로서 지구의 자전

에 따른 경도의 변화에 주목하면 되었다. 왜냐하면 지구의 공전에 따른 위도 

성분의 변화는 극히 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Fig. 26이나 Fig. 2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GP1과 GP2가 비슷한 적위성분을 가지지 않는 동시관측 시, 즉 

GP1과 GP2를 연결한 대권이 적도와 평행하지 아니할 때이다. 

동시관측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천체고도를 가능한 시간차를 짧게 하여 관측

하는 것으로, 두 개의 천체를 관측할 때 마치 격시관측처럼 두 개의 다른 천체

가 비슷한 적위성분을 가지는 경우는 사실 존재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다

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GP1과 GP2의 적위 상의 아래와 위가 바뀔 수 있다. 

둘째, GP1과 GP2의 경도 상 성분이 앞과 뒤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이것은 만일 격시관측의 경우 시간이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

관측에서는 경도 상 앞선 것을 관측한 이후 뒤의 것을 관측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관측 순서가 되었건 

두 개의 관측 천체 중에서 동쪽의 것을 선 관측 지점 즉 GP1로 정의하고 경도 

성분상보다 서쪽에서 관측 된 천체를 GP2로 정의함으로써 동시관측에 따른 시

간의 역행 과정은 회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첫 번째 문제인 GP1과 GP2의 적위상의 순서 바뀜은 Fig. 28과 

Fig. 29에서 언급되는 LHA의 부호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LHA는 Ship1에서 

Ship2를 바라 볼 때의 북극을 기준으로 한 지방시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선분과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은 상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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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므로, GP1이 GP2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북쪽에 위치하면 Fig. 27과 같이 

LHA는 (-)부호를 가지게 된다. 

Fig. 28에서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 선분은 일정한 각 만큼 자오선 대비 

기울어져 있다.

Fig. 28 COP Schematization when 

Simultaneous Observation (LHA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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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Fig. 26의 격시관측에서처럼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 선분이 수직

으로 존재하고,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이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Fig. 28과 

비교하여 관측 위치에서 천체 GP1을 측정한 각 Z1, GP2를 측정한 각 Z2에 각각 

그 기울어진 정도를 가감해줌으로써 Fig. 28에서처럼 기울어진 GP1과 GP2를 이

은 대권을 Fig. 26과 같이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진다. 

한편, GP1이 GP2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남쪽에 위치하면 Fig. 29와 같이 

LHA는 (+)부호를 가진다.

Fig. 29 COP Schematization when 

Simultaneous Observation (LHA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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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자오선 대비 얼마나 기

울어져 있는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Fig. 30에서와 같이 이 기울어진 각을 θ라

고 정의한다. 이 θ값은 0˚에서 18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180˚이상의 값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LHA값의 부호에 따라 LHA값이 (+)일 때에는 그 값을 그

대로 사용하는 반면, (-)에서는 그 값이 360˚에서 감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80˚이상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ig. 28과 Fig. 29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천체를 GP1, 

왼쪽을 GP2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위치권이 겹치는 지점 중, 위도 성

분상 북쪽을 Ship1, 남쪽을 Ship2라 정의하였다.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 선분은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을 정확히 2등

분한다. 원활한 계산을 위해 경도 성분을 Hour Angle(HA)로 변환시켜야 한다. 

Ship1의 경도 성분을 시각변수 HA1로, Ship2의 경도 성분을 시각변수 HA2로 변

환하면 식 (57), 식 (5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       

    
(57) 

if       

    
(58)

여기서 식 (59)와 같이 HA1과 HA2를 이용하여 지방시각을 구할 수 있다. 이

렇게 구해진 지방시각은 식 (60)과 같이 그 값 자체로서 Ship1과 Ship2의 길이 

dist를 구하는 연산 factor로서 사용되지만 그 값이 가지는 부호로서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θ값의 가산 혹은 감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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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sin  coscoscos (60)

앞서 이미 거론되었듯이 Fig. 30에서는 GP1, GP2와 Ship1, Ship2가 각각 대권으

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형태의 GP1과 GP2를 수평으로 돌려 진위와 허위를 구

분 짓는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Fig. 30 COP Schematization when Simultaneous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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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에서 각 S는 (co-Lat2), (co-Lat1), dist가 이루는 Ship2지점에서의 내각을 

나타내고 식 (6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sin

sinsincos (61)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과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교차점 O의 위도

를 알기 위해 O의 위도를 Latc라고 하면 식 (6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sincos


cossin


cos (62)

따라서 식 (62)에서 Latc가 sin의 인수이므로 –90˚에서 90˚까지의 표현에 적

절하다.

만약,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자오선과 이루는 각 θ가 0이 된다는 것

은 그 대권이 자오선 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식 (6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sin

sinsincos (63)

한편 Fig. 29와 같이 LHA > 0이면 관측된 각 Z1과 Z2에서 Fig. 30의 θ를 빼

줌으로써 다이아몬드를 회전하는 결과, 즉 Ship1과 Ship2의 대권이 자오선과 평

행하게 된다. 이후 격시관측과 동일하게 cos연산을 통해 진위를 구분할 수 있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θ는 180˚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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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가지므로 LHA > 0˚일 때와 그 반대일 때를 구분하여 Fig. 28의 경우 

더하거나 Fig. 29의 경우 빼주면, GP1과 GP2를 연결한 대권의 기울어진 정도를 

자오선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 즉, θ를 Z1과 Z2에 더하거나 빼줌으로서 GP1

과 GP2를 잇는 대권이 적도와 수평을 이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26에서

도 엄격히 말해, 격시관측일지라도 위도 성분은 사실 미비하나마 동지에서 하

지 사이에서는 항상 GP1 대비 GP2가 시간대비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지

에서 동지 사이에서는 GP1 대비 GP2가 시간대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러한 값들은 동시관측 대비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비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엄격히는 격시관측 역시 LHA값의 (+)와 (-)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격시관측과 동시관측 모든 측정에서 θ연산을 시행하여도 그 값은 동일하

다. 

Fig. 28과 Fig. 29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식 (64)와 (65)에서 LHA 

의 부호에 따른 θ값의 가감을 정리하였다. 

if   

  cos  

  cos  
(64)

if   

  cos  

  cos  
(65)

Vz1은 Z1에 대한 cos연산을, Vz2는 Z2에 대한 cos연산을 처리하는 변수로 지정

하였다. 식 (66)을 통해 Vz1과 Vz2의 절대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V라고 하는 

대표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 뜻은 Z1과 Z2 중 더 경사가 심한 것을 대표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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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기 위함이다. 

if       
  

if      


  

(66)

이후 격시관측에서처럼 V값이 (-)이면 Ship1이 되고, (+)이면 Ship2가 진위가 

되도록 진위와 허위의 구분은 가능하다.

3.6 시스템 환경 및 구축

Fig. 31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시험환경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위해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Fig. 31 Composition Diagram for Tes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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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입력부분,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 위치 좌표 및 진

위 결정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 처리 결과를 표시해 주는 

디스플레이부분으로 나누었다.

Fig. 32는 Fig. 31의 전체 시험환경 구성도를 시험 과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Fig. 32 System Test Process

3.6.1 데이터 입력

Table 2에서는 본 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로 그 종류와 의미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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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ame Description

GMT Greenwich Mean Time 

Hs Sextant Altitude

Ha Apparent Altitude

Ho Observed Altitude 

Zn Azimuth for GP

GP Geographical Position Coordinate(Declination, GHA)

Ship Observer Position Coordinate(Latitude, Longitude)

Table 2 Data Entry Value

GMT는 관측자가 관측고도 측정 시 한국을 기준으로 관측시간을 나타낸 것으

로 GPS로부터 9시간 빠른 현재시간을 수집하였다. Hs는 육분의 장비를 이용하

여 태양의 고도를 측정한 육분의 고도이고, Ha는 기기오차(IC)와 안고차(Dip)에 

대한 개정치를 적용한 고도이며, Ho는 Ha에서 굴절률과 시반경, 시차에 대한 개

정치를 적용한 태양의 관측고도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Zn은 방위센서를 이용

하여 태양의 방위각을 수집하였다. GP는 태양의 지위를 GHA와 적위 좌표로 표

시하고, Ship은 관측자의 위치를 위도, 경도의 좌표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두 번에 관측고도를 통해 두 개의 위치권이 생성되고, 이 두 위치권

은 서로 교차되어 접점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두 교차지점이 생성되지 않는

다면 관측자의 잘못된 고도측정으로 재측정을 하여야 한다. 

Fig. 33은 육분의 고도 측정 시 기온, 기압, 고도, 방위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센서 모듈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자 화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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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Input Values – Temperature, Azimuth, Pressure, Height

Fig. 34는 Fig. 33에 대한 센서 모듈의 내․외부 형상물을 나타내고 있다.

센서 모듈 처리를 위한 MCU는 ATXMEGA32A4로 AVR, 16 bits, 32 MHz, 공

급 전원은 3.3 V를 사용하였다.

기온과 기압은 외부환경에 대해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을 나타내주는 장치로 

BOSCH BMP180 Digital pressure sensor를 사용하였다. 

방위는 Honeywell HMC5883L모델인 3-Axis Digital Compass IC를 사용하였고

[28], 3 x 3 x 0.9 mm LCC 표면 실장 패키지로 되어 있다. 본 시험에서는 8방

위로 구분하여 방위각 뒤에 8방위 약자를 표시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USB Interface는 IP4234를 이용하여 데이터값을 PC로 전송하였다.

Height는 관측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높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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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기에 선박의 높이만큼 개정해 

주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시험환경에서는 육상에서 실험 가능한 장비를 사용

하여 그 만큼의 높이 개정이 불필요하였다. Sea-level Pressure는 기상청 국가

기상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현재시간에 대한 해면 기압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따

른 고도가 산출하기도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현재 시험 환경에 대해 실시간으

로 기온, 기압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29].

Fig. 34 The Shape of the Sensor Module

Fig. 35는 육분의 장비의 구성품으로 태양의 고도 측정을 위해 Bubble 

Horizon Mirror를 장착하여 육상에서도 수평선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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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Bubble Horizon Mirror

3.6.2 데이터 처리

Fig. 36은 앞서 설명한 수집된 데이터들 중 관측고도(Ho), 관측방위(Zn), 관측

자 위치(Ship Position; SP)를 산출하기 위해 수집하는 과정으로 도식화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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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Data Process of Ho, Zn,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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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은 Fig. 36의 데이터 수집과정을 격시관측으로 시행하였을 때 산출되

어진 관측고도, 관측자 위치, 천체의 방위를 이용하여 두 개의 위치권이 교차되

는 지점 중 한 개의 진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7 Data Flowchart for True Position Processing – Running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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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은 Fig. 36의 데이터 수집과정을 동시관측으로 시행하였을 때 산출되

어진 관측고도, 관측자 위치, 천체의 방위를 이용하여 두 개의 위치권이 교차되

는 지점 중 한 개의 진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8 Data Flowchart for True Position Processing                        

– Simultaneous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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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본 연구의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나타낸 것

이다.

Component Specifications

PC ATxmega32A4

Sextant Cassens & Plath Bobby Schenk Sextant,

Bubble Horizon Mirror Cassens & Plath BSH/47/02/78

CPU ATxmega32A4, AVR/16bit/32MHz/3.3V

Temperature/

Pressure Sensor
BOSCH BMP180

Compass HMC5883C

Software Visual C++

Table 3 Environment Specifications

태양의 관측고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굴절률의 개정에 필요한 기온과 기압

에 대해 외부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값을 수집하였다. 또한 데이터 처리를 위

해 컴퓨터와 외부 입력장치를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연동 처리하였다.

Fig. 39와 같이 본 시험을 위해 태양의 고도 측정 장비로 육분의에 Bubble 

Horizon Mirror를 장착하여 육상에서도 수평선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

하였고, 태양의 고도 측정에 편리함과 고정된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 동영상 촬

영용 전문 카메라 삼각대와 고정 지그를 제작하였다.

Fig. 39, Fig. 40, Fig. 41, Fig. 42는 2018년 10월 3일 기준위치 37.5773˚N, 

126.8166˚E에서 시험한 장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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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Fixing Jig for Sexta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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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Test Scene for Sensor Module

    

Fig. 41 Test Scene for Sun΄s Measurement GP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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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est Scene for Sun΄s Approximate Azimuth Measurement

Fig. 42에 대한 센서 모듈 회로 설계도는 부록 A.1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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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진위 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시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3장의 내용을 토대로 격시관측 및 동시관측을 이용

하여 천체의 지위와 관측자의 위치를 산출하였고, 관측자 위치에서 관측한 각 

천체의 방위를 이용하여 진위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였다.

낮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격시관측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태양은 낮

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천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관측 대상이다. 이에 반해 동시

관측은 두 개 이상의 천체를 관측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천체의 관측방식에 

대해 위치의 산출은 Two-Body Fix 방식으로 구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진위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를 이용하여 두 교차지점 중 한 개의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시험 환경 및 구축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은 격시관측과 동시관측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4.1 격시관측을 통한 시험 및 결과

격시관측을 통한 시험은 두 번 진행되었고, 각각 다른 일정으로 시험분석 결

과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시험관측일은 2017년 11월 21일이고, 기준위치 37.5773˚N, 126.8164

˚E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였고, 방위 측정은 Fig. 43과 같은 선박용 마그네

틱 컴퍼스를 이용하였다[30]. 이 방위는 자북을 기준으로 다소 오차가 내포되어 

있으나 진위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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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Azimuth Measurement Approximation Experiment

Table 4는 격시관측을 통해 Ship1과 Ship2의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관측시간은 실제 GMT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표기상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더하였다. 

No
Observation 

Time(GMT+9)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

(Z)

Pressure

(hPa)

Tempera

-ture(℃)

1 12:14:09 32.5135° 232°4.7′ 19°55.9′S 180° 1027.6 4.4

2 12:32:25 32.4868° 236°38.7′ 19°56.0′S 184° 1027.6 4.4

3 14:34:07 24.1997° 267°3.8′ 19°57.1′S 207° 1025.9 7.1

4 14:05:38 20.2151° 277°52.5′ 19°57.5′S 216° 1025.0 7.8

5 14:25:30 17.5948° 279°54.5′ 19°57.6′S 223° 1025.0 7.8

Table 4 The First Examination – Input Data for True Position Calculation 
Process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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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관측고도는 육분의 고도를 이용하여 개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표준기

온과 표준기압은 날씨누리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참고하였다[29]. 그리고 굴절률과 시차는 앞 장에서 설명한 고도 개정 요소

들의 수식을 통해 개정하였고, 태양의 GHA와 Dec를 산출하였다. 

Table 5는 Table 4의 수집된 데이터 두 개를 한 쌍으로 Ship1과 Ship2의 위치

좌표와 천체의 방위를 나타내었다. 두 개의 지위 간의 조합은 Two-Body Fix 방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5개의 데이터를 모두 10개의 조합으로 추출하였다. 그리

고 두 개의 조합방식은 1번 한 개와 2번부터 5번까지, 2번 한 개와 3번부터 5

번까지, 3번 한 개와 4번부터 5번까지, 4번 한 개와 5번까지 해서 Ship1과 Ship2

의 위치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GP1과 GP2의 방위각 Zn에 대한 

cos연산을 처리하여 진위를 판별하였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대권이 직교한다는 것은 Ship1, Ship2가 GP1, 

GP2가 이루는 대권에 대해 기울어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체의 

방위가 진북이든 자북이든 대략적인 방위각만 산출되어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Table 5에서 보듯이 GP1과 GP2에 대한 측정 방위각은 cos Zn을 적용

하였고, 두 개의 방위각 모두 (-)값이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상기 측정

한 모든 값들은 Ship1과 Ship2 중에서 Ship1이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위치를 비교하였

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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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No

Ship1 Ship2 True

PositionLat1 Lon1 Cos(Z1) Lat2 Lon2 Cos(Z2)

1, 2 37.53°N 125.99°E -1 77.42°S 127.10°E -0.9976 Ship1

1, 3 37.55°N 126.93°E -1 73.81°S 164.66°E -0.8910 Ship1

1, 4 37.55°N 126.90°E -1 71.29°S 172.56°E -0.8090 Ship1

1, 5 37.55°N 126.87°E -1 70.76°S 173.80°E -0.7314 Ship1

2, 3 37.47°N 127.07°E -0.9976 72.18°S 165.74°E -0.8910 Ship1

2, 4 37.48°N 126.99°E -0.9976 69.52°S 171.91°E -0.8090 Ship1

2, 5 37.48°N 126.96°E -0.9976 68.98°S 172.88°E -0.7314 Ship1

3, 4 37.61°N 126.82°E -0.8910 59.44°S 168.88°E -0.8090 Ship1

3, 5 37.65°N 126.74°E -0.8910 58.87°S 168.90°E -0.7314 Ship1

4, 5 37.95°N 126.38°E -0.8090 55.77°S 167.92°E -0.7314 Ship1

Table 5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hip1 and Ship2 

(2017/11/21)

두 번째 시험관측일은 2018년 10월 3일이고, 기준위치 37.5773˚N, 126.8166

˚E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였다. 

태양의 관측고도는 육분의 고도를 이용하여 개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기온과 

기압측정은 앞 절에서 설명되어진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기온과 기압을 개정하

였다. 방위 측정은 Fig. 44에 나타난 3-Axis Digital Compass IC를 이용하였다

[28]. 이 방위센서 또한 자북을 기준으로 다소 오차가 내포되어 있으나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진위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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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3-Axis Digital Compass IC HMC5883L

Table 6은 격시관측을 통해 Ship1과 Ship2의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관측시간은 실제 GMT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표기상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더하였다. 그리고 굴절률과 시차는 앞 장에

서 설명한 고도 개정 요소들의 수식을 통해 개정하였고, 태양의 지위를 산출하

였다. 

No
Observation 
Time(GMT+9)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Z)
Pressure
(hPa)

Tempera
ture(℃)

1 11:52:01 47.8544° 225°43.1′ 3°54.1′S 201.30°DS 1020.4 34.9

2 12:15:03 48.3795° 231°28.7′ 3°54.4′S 213.52°SW 1020.4 32.2

3 12:17:01 48.3546° 231°58.2′ 3°54.5′S 214.08°SW 1020.5 33.5

4 12:19:51 48.5597° 232°40.7′ 3°54.5′S 213.11°SW 1020.6 34.8

5 12:24:17 48.5647° 233°47.2′ 3°54.6′S 213.73°SW 1020.2 34.6

6 12:26:33 48.5229° 234°21.2′ 3°54.6′S 214.08°SW 1020.5 33.5

7 13:04:06 47.4492° 243°44.6′ 3°55.2′S 214.08°SW 1020.5 33.5

Table 6 The Second Examination – Input Data for True Position Calculation 
Process (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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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Table 6의 수집된 데이터 두 개를 한 쌍으로 Ship1과 Ship2의 위치

좌표와 천체의 방위를 나타내었다. 두 개의 지위 간의 조합은 Two-Body Fix 방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1

번 한 개와 8번부터 14번까지, 2번 한 개와 9번부터 14번까지, 3번 한 개와 10

번부터 14번까지, 4번 한 개와 10번부터 14번까지, 5번 한 개와 11번부터 14번

까지, 6번 한 개와 11번부터 14번까지, 7번 한 개와 12번부터 14번까지, 8번 한 

개와 12번부터 14번까지, 9번 한 개와 13번부터 14번까지, 10번 한 개와 13번부

터 14번까지, 11번 한 개와 14번까지 해서 모두 42개의 조합으로 Ship1과 Ship2

의 위치좌표를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GP1과 GP2의 Zn에 대한 cos연산을 처리

하여 진위를 판별하였다. 

따라서 Table 7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측정 방위각은 cos Zn을 적용

하였고, 두 개의 Ship 모두 (-)값이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상기 측정한 

모든 값들은 Ship1과 Ship2 중에서 Ship1이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13:07:24 47.2375° 244°34.1′ 3°55.3′S 227.75°SW 1019.8 37.0

9 13:15:57 46.6956° 246°42.4′ 3°55.4′S 231.16°SW 1019.8 37.0

10 13:22:00 46.1538° 248°13.2′ 3°55.5′S 230.64°SW 1019.7 38.9

11 13:48:14 44.0776° 254°46.8′ 3°55.9′S 246.65°SW 1020.0 35.7

12 14:15:16 40.8858° 261°32.3′ 3°56.4′S 247.19°SW 1019.1 35.3

13 14:39:06 37.6834° 267°29.9′ 3°56.8′S 245.45°SW 1019.6 29.7

14 15:23:01 30.8965° 278°28.8′ 3°57.5′S 254.53°DW 1019.0 35.0

Sequence

No

Ship1 Ship2 True

PositionLat1 Lon1 Cos(Z1) Lat2 Lon2 Cos(Z2)

1, 8 37.60°N 126.41°E -0.9317 45.53°S 126.73°E -0.6724 Ship1

1, 9 37.61°N 126.47°E -0.9317 45.56°S 126.94°E -0.6271 Ship1

1, 10 37.66°N 126.75°E -0.9317 45.61°S 127.35°E -0.6342 Ship1

Table 7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hip1 and Ship2 (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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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37.59°N 126.33°E -0.9317 45.61°S 127.32°E -0.3963 Ship1

1, 12 37.64°N 126.62°E -0.9317 45.70°S 128.13°E -0.3877 Ship1

1, 13 37.65°N 126.70°E -0.9317 45.76°S 128.65°E -0.4155 Ship1

1, 14 37.67°N 126.80°E -0.9317 45.85°S 129.63°E -0.2667 Ship1

2, 9 37.66°N 126.29°E -0.8337 45.51°S 127.11°E -0.6271 Ship1

2, 10 37.68°N 126.68°E -0.8337 45.52°S 127.65°E -0.6342 Ship1

2, 11 37.66°N 126.19°E -0.8337 45.52°S 127.53°E -0.3963 Ship1

2, 12 37.67°N 126.56°E -0.8337 45.53°S 128.42°E -0.3877 Ship1

2, 13 37.68°N 126.66°E -0.8337 45.53°S 128.95°E -0.4155 Ship1

2, 14 37.68°N 126.79°E -0.8337 45.51°S 129.91°E -0.2667 Ship1

3, 10 37.71°N 126.57°E -0.8283 45.55°S 127.55°E -0.6342 Ship1

3, 11 37.70°N 126.10°E -0.8283 45.55°S 127.45°E -0.3963 Ship1

3, 12 37.71°N 126.50°E -0.8283 45.55°S 128.38°E -0.3877 Ship1

3, 13 37.72°N 126.61°E -0.8283 45.55°S 128.93°E -0.4155 Ship1

3, 14 37.72°N 126.75°E -0.8283 45.52°S 129.90°E -0.2667 Ship1

4, 10 37.53°N 127.14°E -0.8376 45.34°S 128.24°E -0.6342 Ship1

4, 11 37.52°N 126.48°E -0.8376 45.35°S 127.92°E -0.3963 Ship1

4, 12 37.53°N 126.79°E -0.8376 45.33°S 128.74°E -0.3877 Ship1

4, 13 37.53°N 126.85°E -0.8376 45.32°S 129.22°E -0.4155 Ship1

4, 14 37.53°N 126.92°E -0.8376 45.28°S 130.10°E -0.2667 Ship1

5, 11 37.52°N 126.48°E -0.8317 45.32°S 127.99°E -0.3963 Ship1

5, 12 37.52°N 126.80°E -0.8317 45.28°S 128.82°E -0.3877 Ship1

5, 13 37.52°N 126.86°E -0.8317 45.26°S 129.29°E -0.4155 Ship1

5, 14 37.52°N 126.92°E -0.8317 45.20°S 130.16°E -0.2667 Ship1

6, 11 37.56°N 126.40°E -0.8283 45.34°S 127.94°E -0.3963 Ship1

6, 12 37.55°N 126.75°E -0.8283 45.30°S 128.79°E -0.3877 Ship1

6, 13 37.55°N 126.82°E -0.8283 45.26°S 129.28°E -0.4155 Ship1

6, 14 37.55°N 126.90°E -0.8283 45.20°S 130.16°E -0.2667 Sh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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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위치를 비교하였

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의 시험 시행을 통해 고도 관측시간 간격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의 간격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고도관측의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한 결과로 가

장 최적의 시간 간격을 산출할 수 있었다. 

4.2 동시관측을 통한 시험 및 결과

동시관측은 두 천체를 짧은 시간 내에 두 번 관측해야 함으로 태양보다는 항

성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험은 수평선이 보이는 관측위치 및 

관측시간과 같은 환경에 대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2018년 천측력에 나온 

항성들을 추출하였다[31]. 그리고 3장에서 언급한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3월 1일자와 4월 1일자에서 추출된 항성들을 각각 시뮬레이션

으로 처리하여 시험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시험관측일은 2018년 3월 1일이고, 기준위치 35.0762˚N, 129.0896˚

E에서 항해용 항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항해용 항성들의 수집은 부록 Ⅱ의 

7, 12 37.47°N 126.89°E -0.8283 44.86°S 129.47°E -0.3877 Ship1

7, 13 37.45°N 126.94°E -0.8283 44.75°S 129.91°E -0.4155 Ship1

7, 14 37.44°N 126.99°E -0.8283 44.54°S 130.67°E -0.2667 Ship1

8, 12 37.51°N 126.83°E -0.6724 44.88°S 129.45°E -0.3877 Ship1

8, 13 37.49°N 126.89°E -0.6724 44.75°S 129.90°E -0.4155 Ship1

8, 14 37.47°N 126.96°E -0.6724 44.53°S 130.68°E -0.2667 Ship1

9, 13 37.49°N 126.89°E -0.6271 44.66°S 130.01°E -0.4155 Ship1

9, 14 37.47°N 126.96°E -0.6271 44.40°S 130.78°E -0.2667 Ship1

10, 13 37.69°N 126.65°E -0.6342 44.81°S 129.83°E -0.4155 Ship1

10, 14 37.63°N 126.83°E -0.6342 44.49°S 130.71°E -0.2667 Ship1

11, 14 37.17°N 127.22°E -0.3963 43.63°S 131.34°E -0.2667 Sh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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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에 나온 것과 같이 천측력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able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관측고도와 지위, 방위, 날씨누리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에서 제공하

는 표준기압, 표준기온을 계산하여 총 1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No
Observation 

Time(GMT+9)

Stars

Name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

(Z)

Pressure

(hPa)

Tempera

ture

(℃)

1 19:00:20 Denebola 51.5433° 267°06.9′ 14°28.1′N 246.9° 1010.2 6.6

2 19:01:50 Rasalhague 40.1217° 181°02.9′ 12°32.8′N 104.2° 1010.2 6.6

3 19:50:30 Alpheecca 79.3617° 223°19.6′ 26°39.1′N 140.3° 1010.2 6.6

4 19:51:10 Vega 48.1150° 177°58.4′ 38°47.9′N 68.7° 1010.2 6.6

5 20:10:15 Eltanin 58.3333° 192°53.3′ 51°29.0′N 46.9° 1011.5 5.7

6 20:10:55 Zuben’ubi 38.1883° 239°20.4′ 16°06.8′S 190.3° 1011.5 5.7

7 20:31:23 Eltanin 61.4483° 198°11.1′ 51°29.0′N 44.8° 1011.5 5.7

8 20:32:56 Spica 32.8400° 266°17.2′ 11°15.3′S 222.5° 1011.5 5.7

9 20:55:21 Sabik 37.1400° 215°35.7′ 15°44.7′S 161.4° 1011.5 5.7

10 20:57:30 Eltanin 65.0933° 204°43.9′ 51°29.0′N 40.7° 1011.5 5.7

Table 8 The First Simulation – Input Data for True Position Calculation 
(2018/3/1)

Table 9는 Table 8의 데이터를 토대로 10개의 번호들을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이 두 항성을 한 쌍의 조합으로 Ship1과 Ship2의 위치좌표를 

구하고, 두 지위간의 대권과 두 관측자 지점간의 대권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각 HA, LHA, dist, S, Latc, θ에 대한 처리 과정은 앞장에

서 설명되어진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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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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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ble 9에서 보듯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다. cos연산으로 산출되어지는 값은 절대값으로 비교하여 둘 

중 큰 값에 해당되는 Shipn의 부호에 따라 진위임을 판별할 수 있다. 결국 상기 

측정한 모든 값들은 Ship1과 Ship2 중에서 Ship1이 자신의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위

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관측일은 2018년 4월 1일이고, 기준위치 35.0762˚N, 129.0896˚

E에서 항해용 항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항해용 항성들의 수집은 부록 Ⅱ의 

B.3, B.4에 나온 것과 같이 천측력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고도와 지위, 방위, 날씨누리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에서 제공

하는 표준기압, 표준기온을 계산하여 총 1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No
Observation 

Time(GMT+9)

Stars

Name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

(Z)

Pressure

(hPa)

Tempera

ture

(℃)

1 19:10:11 Kochab 49.2550° 254°57.4′ 74°04.8′E 350.1° 1016.4 16.8

2 19:12:00 Sabik 38.1783° 220°14.3′ 15°44.7′W 166.9° 1016.4 16.8

3 19:21:53 Nunki 20.5417° 196°28.5′ 26°16.3′W 147.2° 1016.4 16.8

4 19:22:50 Dubhe 33.2650° 314°35.7′ 61°39.3′E 325.6° 1016.4 16.8

5 19:30:12 Deneb 44.9967° 172°08.8′ 45°20.5′E 58.2° 1016.4 16.8

6 19:32:01 Sabik 38.8967° 225°15.3′ 15°44.7′W 173.0° 1016.4 16.8

7 19:55:05 Altair 45.1550° 190°58.7′ 8°54.9′E 115.9° 1016.4 16.8

8 19:56:01 Sabik 39.1783° 231°16.3′ 15°44.7′W 180.4° 1016.4 16.8

9 20:02:22 Vega 73.9483° 211°19.9′ 38°47.9′E 70.8° 1016.8 16.5

10 20:03:51 Alphecca 65.9817° 257°13.5′ 26°39.2′E 256.8° 1016.8 16.5

11 20:25:13 Altair 50.5217° 198°32.0′ 8°54.9′E 123.7° 1016.8 16.5

Table 10 The Second Simulation – Input Data for True Position Calculation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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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은 Table 10의 14개의 번호들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와 같이 두 항성을 한 쌍의 조합으로 Ship1과 Ship2의 위치좌표

를 구하고, 두 지위간의 대권과 두 관측자 지점간의 대권이 서로 교차되는 지

점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HA, LHA, dist, S, Latc, θ는 앞 장에서 설명

되어진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2 20:26:56 Arcturus 41.7400° 282°45.1′ 19°05.2′E 264.8° 1016.8 16.5

13 20:47:28 Deneb 58.5717° 191°30.9′ 45°20.5′E 58.8° 1016.8 16.5

14 20:49:12 Altair 54.4350° 204°32.7′ 8°54.9′E 131.0° 1016.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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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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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ble 11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고, 두 개의 cos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총 7개 중 5

개의 조합 (3, 4), (5, 6), (7, 8), (11, 12), (13, 14)는 큰 값에 대해 (-)부호가 산

출됨에 따라 Ship1이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의 조합 (1, 2), (9, 10)은 큰 값에 대해 (+)부호로 산출됨에 따라 Ship2가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시험은 앞서 시험한 2017년 11월 21일자 격시관측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Table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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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7/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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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은 Table 12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과정을 통해 판별된 진위와 격시

관측 시 진위 결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Table 13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고, 두 개의 cos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총 10개의 

조합 모두 큰 값에 대해 (-)부호가 산출됨에 따라 Ship1이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

준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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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7/11/21)(2/2)

네 번째 시험은 앞서 시험한 2018년 10월 3일자 격시관측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Table 14, Table 

15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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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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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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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able 17은 앞서 시험한 2018년 10월 3일자 격시관측에 대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동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Table 16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고, 두 개의 cos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총 42개의 

조합 모두 큰 값에 대해 (-)부호가 산출됨에 따라 Ship1이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

준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Sequence

No
Z1+θ Cos(Z1+θ) Z2+θ Cos(Z2+θ)

True

Position

1,8 201.4793° -0.9305 227.9293° -0.6700 Ship1

1,9 201.5632° -0.9300 231.4232° -0.6236 Ship1

1,10 201.6354° -0.9295 230.9754° -0.6297 Ship1

1,11 201.8540° -0.9281 247.2040° -0.3875 Ship1

1,12 202.1428° -0.9262 248.0328° -0.3741 Ship1

1,13 202.3868° -0.9246 246.5368° -0.3982 Ship1

1,14 202.8738° -0.9214 256.1038° -0.2402 Ship1

2,9 213.9792° -0.8292 231.6192° -0.6209 Ship1

2,10 214.0630° -0.8284 231.1830° -0.6268 Ship1

2,11 214.2703° -0.8264 247.4003° -0.3843 Ship1

2,12 214.5610° -0.8235 248.2310° -0.3709 Ship1

2,13 214.8013° -0.8211 246.7313° -0.3950 Ship1

2,14 215.2661° -0.8165 256.2761° -0.2372 Ship1

3,10 214.6280° -0.8229 231.1880° -0.6268 Ship1

3,11 214.8349° -0.8208 247.4049° -0.3842 Ship1

3,12 215.1255° -0.8179 248.2355° -0.3708 Ship1

3,13 215.3768° -0.8154 246.7468° -0.3948 Ship1

3,14 215.8413° -0.8106 256.2913° -0.2370 Ship1

Table 16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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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No
Z1+θ Cos(Z1+θ) Z2+θ Cos(Z2+θ)

True

Position

4,10 214.1234° -0.8278 231.6534° -0.6204 Ship1

4,11 213.9207° -0.8298 247.4607° -0.3833 Ship1

4,12 214.2080° -0.8270 248.2880° -0.3699 Ship1

4,13 214.4447° -0.8247 246.7847° -0.3942 Ship1

4,14 214.9018° -0.8201 256.3218° -0.2365 Ship1

5,11 214.5806° -0.8233 247.5006° -0.3827 Ship1

5,12 214.8687° -0.8205 248.3287° -0.3693 Ship1

5,13 215.1002° -0.8181 246.8202° -0.3936 Ship1

5,14 215.5587° -0.8135 256.3587° -0.2358 Ship1

6,11 214.9466° -0.8197 247.5166° -0.3824 Ship1

6,12 215.2290° -0.8169 248.3390° -0.3691 Ship1

6,13 215.4665° -0.8145 246.8365° -0.3934 Ship1

6,14 215.9191° -0.8098 256.3691° -0.2357 Ship1

7,12 215.5472° -0.8136 248.6572° -0.3639 Ship1

7,13 215.7729° -0.8113 247.1429° -0.3884 Ship1

7,14 216.1859° -0.8071 256.6359° -0.2311 Ship1

8,12 229.2384° -0.6529 248.6784° -0.3636 Ship1

8,13 229.4646° -0.6499 247.1646° -0.3881 Ship1

8,14 229.8781° -0.6444 256.6581° -0.2308 Ship1

9,13 232.9402° -0.6026 247.2302° -0.3870 Ship1

9,14 233.3507° -0.5969 256.7207° -0.2297 Ship1

10,13 232.4433° -0.6095 247.2533° -0.3867 Ship1

10,14 232.8554° -0.6038 256.7454° -0.2293 Ship1

11,14 249.0591° -0.3574 256.9391° -0.2260 Ship1

Table 17 Convert Running Fix Data to True Positions Determination 

Algorithm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10/3)(2/2)

한편, 구면에서의 수학적 논리로 천측항법 시스템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가

운데, 타 논문에서 연구한 위치 산출 결과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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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실제 선박의 위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타 논문은 천체의 관측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법으로, 이 

방법에서도 위치 정보에 위치권의 계산 결과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에 대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천문학적인 선박 위

치를 얻기 위한 탁월한 최적화와 검색 능력을 이용하여 군집 정보 분야에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기초로 Two-Body Fix, Multi-Body Fix, 

High-Altitude 관측방식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초기 DR 위치 계산에 덜 의존하

였다[38]. 이러한 관측방식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Two-Body Fix 방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3차원 기하학, 벡터 솔루션 또는 구면 삼각법을 기반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EP 또는 DR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32]-[37].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PSO 기법을 기반으로 한 천체의 고도 측정 

및 선박의 위치를 얻기 위한 방식이다. 이 역시 해당 논문에서 산출된 데이터

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진위 결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8은 PSO 기법으로 위치 산출되어진 천체의 관측 데이터로 1993년 9

월 13일 기준위치 35˚18.6΄S, 005˚27.0΄E에서 관측된 항성들을 나타내었다[36]. 

No
Observation 

Time(ZT)

Stars

Name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

(Z)

1 18:00:00 Altair 37.8833° 325°06.6′ 08°51.4′N 37.9°

2 18:04:00 Fomalhaut 27.9000° 279°24.2′ 29°39.1′S 108.1°

3 18:08:00 Achernar 17.7750° 240°21.7′ 57°15.8′S 148.8°

4 18:12:00 Rasalhague 41.5917° 002°04.8′ 12°34.1′N 350.2°

Table 18 The First Simulation – True Position Calculation for PSO Method  

(19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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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는 Table 18의 천체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동시관

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산출과정 및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9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19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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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ble 19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고, 두 개의 cos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총 6개의 조

합 모두 큰 값에 대해 (+)부호가 산출됨에 따라 Ship2가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논문은 수평선과 육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평선이 보이지 않

는 밤에 선박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천체가 나타날 

때 관측된 천체를 선박의 위치와 연관시키는 대권 방정식을 설정하기 위해 천

체의 방위각을 사용하여 첫 번째 것은 선박의 위치를 통과하는 자오선이고, 다

른 하나는 선박의 위치와 천체를 통과하는 대권이다. 여기서 선박의 위치를 통

과하는 위치권과 천체의 좌표를 위치권으로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권 방정식을 적용하였다[39]. 최근 위치권 방정식을 사용한 선박의 위

치 파악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역시 해당 논문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진위 결정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20은 해당 논문에서 방위로 산출되어진 선박의 위치와 천체의 관측 데

이터로 2016년 6월 9일 기준위치 20˚37.4΄N, 107˚20.1΄E에서 관측된 항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No
Observation 

Time(GMT)

Stars

Name

Observation 

Altitude(Ho)
GHA Declination

Azimuth

(Z)

1 13:35:28 Antares 37.8833° 214°07.8′ 26°27.7′S 140.0°

2 13:35:28 Regulus 27.9000° 309°25.7′ 11°53.7′N 270.3°

3 13:35:28 Vega 17.7750° 182°20.9′ 38°47.9′N 56.0°

Table 20 The Second Simulation – Ship Position Calculation for Azimuth 

Method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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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은 Table 20의 천체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동시관

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산출과정 및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Table 21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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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ble 21에서와 같이 GP1과 GP2에 대한 방위각 Zn과 θ를 더해서 cos

연산을 적용하였고, 두 개의 cos값을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총 3개 중 2

개의 조합 (1, 2), (1, 3)은 큰 값에 대해 (-)부호가 산출됨에 따라 Ship1이 진위

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1개의 조합 (2, 3)은 큰 값에 대해 

(+)부호로 산출됨에 따라 Ship2가 진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판별한 진위와 기준위치를 비교하였

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인용한 논문들의 결과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적용하였을 

때, 모두 정확히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각각의 논문들은 이미 발표를 통해 검증된 결과들을 내포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결과들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을 본 절에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2

개의 논문, 7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9개의 위치좌표를 추출하여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모두 100% 정확히 진위와 허위를 구분 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able 19에서 두 번째 테이블에 (1, 3) 데이터의 

경우 각각의 부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이 더 큰 값을 추출하여 진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첫째, GP1과 GP2의 길이에 비하여 Ship1 혹은 Ship2가 상대적으로 그 거리가 

짧을 경우, 대권의 특성상 Ship1, Ship2 모두가 GP1의 상부, 혹은 GP2의 하부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둘째, 앞서 많이 언급하였듯이, 방위의 측정을 위한 컴퍼스의 오차로 인해 상

부에 있는 두 지위가 이루는 대권의 상부에 있는 진위를 하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cos연산에 따른 절대값을 비교하여 

그 중 더 큰 값을 선택하여 그 값의 부호에 따라 진위를 구분하였다. 즉, 절대

값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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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한 값을 제거한 뒤 급한 기울기의 값을 선택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여 양호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모든 데이터는 천체를 관측한 방위의 

cos값이 모두 부호가 동일하므로 기울기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진위를 쉽게 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2는 앞서 시험한 결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진위 결정

율은 관측 기준위치와 비교했을 경우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진위로 결정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Observation

Method

Observation

Date

Observation

Count

Combination 

Count

True 

Determination 

(%)

Test 

Method

Running

fix

2017-11-21 5 times 10 100%

Test

2018-10-03 14 times 42 100%

Simultaneous

observation

2018-03-01 10 times 5 100%

Simulation

2018-04-01 14 times 7 100%

2017-11-21 5 times 10 100%

Test

2018-10-03 14 times 42 100%

1993-09-13 4 times 6 100% another 

paper2016-06-09 3 times 3 100%

Total 126 100%

Table 22 Analysis of Test Results

서로 다른 날짜로 2일간 태양을 대상으로 격시관측을 시험하였고, 첫 번째 

격시관측은 5회 실시하였고, 두 번째 격시관측은 14회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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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개의 위치좌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00% 진위를 찾을 수 있는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항해용 항성을 대상으로 동시관측에서도 서로 다른 날짜로 2일간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첫 번째는 10개의 항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5개의 위치좌

표를 추출하였고, 두 번째는 14개의 항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7개의 위치좌표를 

추출하였다. 이에 대해 총 12개의 위치좌표를 분석한 결과, 100% 진위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격시관측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총 52개의 위치좌표를 다시 동시관측 

시 진위 결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처리한 결과, 격시관측에서 나온 진위 결과

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타 논문에서 시험한 결과를 본 논문의 동시관측 시 진위 결정 알고리

즘에 적용한 결과 해당 논문에서의 기준위치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역시 100% 

진위를 구분하는 양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이 육분의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소 측정에 따른 위

치적인 오차는 변동될 수 있으나, 원래의 목적인 위치권의 두 위치 중 진위와 

허위를 판별하는 작업에서는 분별력이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관측방법에 따라 진위 결정 알고리즘을 연구하였지만, 시

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시관측 시 방위를 이용한 진위 결정 알고리즘 하나

만으로도 태양과 항성에 대한 자선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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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wo-Body Fix 방식을 이용하여 태양을 격시관측 하였을 경우

와 항해용 항성을 동시관측 하였을 경우, 방위를 이용하여 진위의 구분에 대한 

시험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관측방법은 공통적으로 두 위치권이 교차하고 그 결과 두 개의 위치가 산

출되는데 이 중 하나는 진위이며 나머지는 허위로 나타나게 되고, 방위를 이용

하여 어느 것이 진위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태양의 고도 관측을 통해 태양의 위도 성분의 변화가 미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태양의 격시관측 시 두 개의 지위는 시간적 변화의 차이가 

생기는 반면, 적위 성분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개의 위치권이 겹치며 생성된 진위와 허위는 두 개의 지위가 이루는 대권에 대

해 수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직이 뜻하는 바는, 진위와 허위가 두 개의 

지위가 생성하는 대권에 대해 두 개의 지위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명

확히 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명확성 때문에 방위의 일

부 오차를 가지고 있는 선박 내의 컴퍼스를 이용하더라도 격시관측 시 관측하

고자 하는 천체의 방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위치권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두 

개의 위치 중 어느 것이 진위인지를 명확히 구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항해용 항성을 대상으로 동시관측 시에는 두 개의 다른 천체가 서로 다

른 적위 성분을 나타내고, 두 개의 지위가 적위 성분의 위치가 바뀌거나 적경 

성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지위간의 대권과 두 개의 진위와 허위가 이루는 대권이 수직, 수평이 되

도록 두 위치의 기울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진위, 허위와 두 개의 지위 간의 관계성을 정리한 후 

진위를 결정하는데 방위를 이용하였다. 선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그네틱 컴퍼

스의 경우 편차와 자차로 인해 어느 정도 방위 오차가 내포된 것으로 가정하

고, 일반적인 방위센서도 방위 오차가 내포된 것으로 가정하여 본 논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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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험을 시행할 때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의 대략적인 방위각을 구하였다.

진위 결정에 대해서는 두 번의 관측을 통해 구해진 천체의 방위각 Z1과 Z2에 

cos연산 처리하여 그 값이 둘 다 (-)이면 두 개의 지위가 이루는 대권보다 위도 

성분이 높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고, 반대로 둘 다 (+)이면 위도 성분이 낮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진위 구분에 있어 분별력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천체의 방위각 Z1과 Z2에 θ연산 처리 후 절대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의 부호에 따른 위도 성분이 높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본 논문은 향후 위성위치측정시스템에 대한 부재 시 

그 대안으로 천문항법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에서 진위를 구분 짓는 알고리즘의 

적용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인선의 경우, 위성항법시스템에 의존해야 하

는 위치 산출기능에 있어서도 정밀한 방위산출장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적용 가능할 것이며 이중화 장치의 구현에 적극 활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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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Electronic Circuit Diagram for Module Sensor

A.1 Electronic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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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PCB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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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2018 Almanac

B.1 2018 Almanac – 2018. 3. 1. (A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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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18 Almanac – 2018. 3. 1. (A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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