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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문을 이용한 측위는 과거로부터 육분의(Sextant)를 이용하여 시행하여 왔다. 주로 천측력과 천측계산표를 이용

하여 St. Hilaire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현대에는 IT 기술과의 접목으로 LOP(Line of Position) 방식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 대비 LOP 방식은 항상 위치가 진위(True Position)와 허위(False Position) 두 가

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항해사가 반드시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OP 방식에서 발생하

는 허위의 제거를 위해 방위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방위를 이용하게 되는 이론적 고찰을 여러 방법

으로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ABSTRACT 

Astronomical positioning has been carried out from the past by using Sextant. The St. Hilaire method was mainly used 
by Nautical Almanac and Sight Reduction Tables For Marine Navigation. In modern times, it has been able to use the 
LOP(Line of Position) method smoothly by combining with IT technology.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past method, 
the LOP method always shows two positions, True Position and False Position, which must be distinguished by the 
navigator.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of using the azimuth to remove the false position generated by 
the LOP method. In particula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using azimuth are presented in various ways, and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s confirmed. Simulations are presented to confirm tha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thesis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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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천문항해는 오늘날의 항법기술이 발달되기 이전, 항
해를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육분의(Sextant)
를 이용하여 천체의 고도를 측정하고, 이를 복잡한 수

식에 의해 원활히 계산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항해사의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판단되었

다[1]. 
오늘날 항법 기술의 발달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선박 운항을 위한 위치의 추출은 별다른 어

려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상에서 

비상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써 천측을 이

용한 측위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군사적 목적

에서 GPS가 전파교란에 취약하므로 미국 해군사관학

교에서는 폐강되었던 고전적인 천문항법의 강의가 다

시 개설되었다[2]. 또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비롯한 해사 관련 기관에서도 GPS에 

대한 비상용 백업 장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천측력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 천문 측위 

작업은 과거 선박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현대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도 GPS의 활용은 필수

적이며, 육상을 벗어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측면과 경제적 측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업무이다[3].
천측의 개략적인 기술 요소는 지위(Geographical 

Position : GP)를 기준으로 관측자의 동일한 고도를 가

지는 원을 2회 작도하여 그 2개의 원이 교차하는 위치 

중 한 곳을 선택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LOP(Line Of 
Position)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원은 지구 표면에 표시

되는 가상의 원이므로 이렇게 큰 가상의 원을 원하는 

지역에서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였다. 따라서 1875년 Captain Marq de Saint Hilaire 
에 의하여 St. Hilaire 방식이 발표되었다[4]. 그러나 St. 
Hilaire 방식은 해도 위에 작도가 가능한 대신 DR(Dead 
Reckoning)을 통한 AP(Assumed Position)를 추측하여 

천측을 시행하였다[5].
오늘날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과거 한정된 차트 내

에 가상의 큰 원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LOP의 표

현이 편리하게 구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작도의 한

계로 인해 도입되었던 St. Hilaire 방식이 피할 수 없는 

오차를 다량 포함하였던데 비해 오늘날의 자동화된 

LOP 방식은 원 개념에 대한 전자계산의 빠른 능력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LOP 방식에서는 

진위와 허위가 항상 함께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두 위치는 LOP 2개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위치 중 1개를 허위로 지

정하여 배제하지 않으면, 진위를 구하는 것이 용이롭지 

못하다. 
진위와 허위를 잇는 선분은 2개의 GP가 이루는 선분

에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진위와 허위는 GP들이 이루는 선분 대

비 각각 상하 직각에 배치되게 되므로 진위와 허위가 

관측자의 위치에서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진위와 허

위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이 두 위치의 관계가 천체

의 방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근거를 통해 진위와 

허위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등고권의 개념과 St. Hilaire 방식, LOP 방식

의 이론적인 근거 및 천문항법의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

였고, 3장에서는 LOP 방식의 사용 시 진위와 허위의 구

분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여 실험 결과값을 비교하여 

본 알고리즘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으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Ⅱ. 본  론

2.1. St. Hilaire 방식

그림 1에서 2개의 천체에 대한 LOP를 표현하면 그 

교차점이 관측자의 위치가 된다. 20세기 이전 기술이 

현대와 같이 발달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그림 1[4]을 표

현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큰 원을 해도(Chart)와 같은 한정된 공간속에

서 원활히 그것을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큰 

원을 그리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선박의 위치를 중

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원하는 만큼 작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원을 표현하는 것은 자를 이용하여 편

리하게 직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비해 불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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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celestial LOPs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원이 아닌 직선의 형태로 표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위치를 추

출하기 위한 St. Hilaire 방식이 1875년에 출판되었다

[4]. 또한 태양의 관측고도와 계산고도를 비교하여 

HOMOTO 방법으로 위치선을 해도 상에 작도하였다

[6].

Fig. 2 Straight-line approximation

향후 이 방식은 Nautical Almanac(천측력)[7]과 Sight 
Reduction Table(천측계산표)[8]를 이용하여 위치선 작

도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천측력은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천측계산표는 총 6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위도 90°를 각 권에서는 15°씩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9]. 

2.2. LOP 방식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이 선박에서 관측자가 육분의를 

이용하여 등고선을 작도하는 이유는 등고권을 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T의 발달로 이미 이러한 문

제점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요즈음 빨라진 계산의 능력

으로 인해 원 개념인 LOP 방식을 그대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1의 두 등고권이 겹치

는 두 점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LOP 방식에 의한 두 지점의 계산을 위한 그

림 1의 구체적인 표현이다[4]. 수학적인 해석을 위해 구

면 삼각법을 이용하여 수식을 전개하였다. 
두 천체의 지위 GP1과 GP2가 이루는 거리 D12를 구

하면,

cos sinsin

coscoscos
(1)

여기서 dec1은 GP1의 적위((Declination ; dec)이며, 
dec2는 GP2의 적위이다. 지위는 적위와 본초시각

(Greenwich Hour Angle ; GHA)으로 구성되며[10], 천
구상의 좌표로 개념적으로는 위도와 경도에 대응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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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ailed display of contours of LOP1 and LOP2

천체의 첫 번째 지위 GP1과 Pole이 이루는 선분과 선

분 D12가 이루는 각 A를 구하면,

coscossin

sinsincos  (2)

선박의 관측자와 지위 GP1이 이루는 선분과 선분 D12

가 이루는 각 B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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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cos

sincossin  (3)

여기서 coH1은 고도를 측정한 값 H1에 대한 여고도 

값으로 coH1=90°-H1을 의미하며, 지위 GP1과 관측자간 

각거리를 뜻한다. 
이를 통해 첫 번째 관측자의 위치 Lat1을 구하면,

sin sinsin

coscoscos
 (4)

이를 통해 경도 성분을 구하기 위해 관측자와 지위 

GP1과의 경도차 LHA1을 구하면, 

cos coscos

sinsinsin  (5)

여기서 LHA(Local Hour Angle)는 지방시각을 나타

내며 서쪽으로 0°에서 360°까지의 범위를 가진다[11].
이를 토대로 경도 Lon을 구하면 식 (6)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6)

따라서 상기 6개의 식을 통해 두 등고권에 따른 위도

상의 상측 위치 Ship1(Lat1, Lon1)은 구해진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두 등고권이 겹칠 경우 반드시 2
개의 위치가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위도 상 아래의 위

치 Ship2(Lat2, Lon2)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식(4)에
서 마지막 cosine의 인자 (A-B)를 (A+B)로 처리하여 나

머지 수식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식(4)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구하면,

sin sinsin

coscoscos
 (7)

상기 식(4)와 식(7)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분 D12

는 대권 상에서 위치 ship1(Lat1, Lon1)과 ship2(Lat2, 
Lon2)가 이루는 선분과 정확히 90° 직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GP1과 GP2 대비 구해진 Ship1과 Ship2의 값은 

관측자가 천체를 관측 시 관측 천체의 방위를 함께 측

정할 수 있다면, 관측자의 위치가 Ship1인지 Ship2인지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관점을 두고 다음 3장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고자 한다. 

Ⅲ. 진위 결정 알고리즘

3.1. 방위와 두 위치의 연관성 분석

그림 4는 구면삼각형에서 두 GP와 관측자의 위치인 

Ship1, Ship2가 가지는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를 1년 기준으로 1

회씩 지나므로, 23.5°에서 –23.5°까지 총 47°의 변화량

을 1년에 2회 가진다. 이를 계산하면 적위는 약 1시간당 

38.6″의 변화량을 보인다[12]. 
따라서 관측자가 최대로 관측 가능한 각도, 즉 양쪽

으로 각각 90°씩 총 180°의 관측을 예상한다면, 시간 개

념으로 12시간의 시간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태
양의 적위의 변화량은 38.6″ * 12h = 7′43.2″이다. 즉, 
적경 성분이 180° 변화하는 동안 적위 성분은 8′이하의 

미세한 변화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동지 

혹은 하지 근처에서 태양이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경우

라면 이러한 적위의 변화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따
라서 격시관측의 경우 지구의 적도와 거의 평행한 상태

로 태양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

의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성분은 거의 적도에 수

평임을 알 수 있다. 

Fig. 4 Calculation of position using angle and altitude

본 논문에서 태양을 격시관측 할 때, Ship1과 GP1이 

이루는 시각을 LHA1이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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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sin

coscoscos

 (8)

Ship1과 Ship2가 이루는 각거리 b는,

cos  cossincos  (9)
∴    ′

각거리 b와 a가 이루는 각 A와 A´는

cos sinsin
coscoscos  (10)

cos′  sinsin
coscoscos  (11)

식 (10)과 식 (11)은 동일하므로 각 A와 A´는 일치한다.

tan tancos
sin

tancos (12)

cos  coscos
sinsincos

  (13)

cos′   coscos
sinsincos

 (14)

식 (13)과 식 (14)는 동일하므로, 변 d와 d´는 크기가 

동일하여    임을 알 수 있다. 

cos sinsin
coscoscos  (15)

cos′  sin′ sin
coscos′ cos  (16)

식 (15)와 식 (16)의 값이 동일하므로 각 B와 B´는 그 

크기가 동일하다. 또한 ′ 가 되어야 하므

로   가 성립된다. 
따라서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17)에 의해 C와 C´도 각각 90°가 된다. 

 ′′  (17)
 
따라서 B, B´, C, C´는 모두 90°의 직각이고, GP1과 

GP2가 이루는 Ship1과 Ship2가 이루는 선분과 수직으로 

교차함을 알 수 있다.

3.2. 격시관측 시 진위 구분 알고리즘

앞선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한정된 해도 위

에 DR을 기준으로 St. Hilaire 방식을 사용하여 진위와 

허위의 구분을 시행하던 방식은 LOP 방식을 전산으로 

시행할 경우, 직접 활용하기 어려움을 거론 한 바 있다

[4]. 낮에 관측할 수 있는 천체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다면 주로 태양을 이용한다. 따라서 LOP 방식으로 관

측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격차를 두고 태양

을 2회 이상 격시관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이다. 

Fig. 5 LOP schematization for running fix

그림 5는 격시관측 시 LOP 방식을 도식화 한 것이다. 
GP1에 대한 GP2의 변화가 위도 성분에서는 거의 발견 

되지 않으므로 북측 위치에서 측정한 방위 Z1과 Z2는 그 

값을 인자로 하는 cosine에 대하여 (-)값을 가진다. 반대

로 Ship2에서 측정한 Z1´, Z2´는 (+)의 값을 가진다. 

if cos  andcos  

  

 if cos  andco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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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격시관측 시 관측자가 각각 측정한 Z1, Z2 혹
은 Z1´, Z2´가 cosine의 인자로서 그 값이 (-)를 가지면 

관측자가 북에서 남쪽의 천체를 바라보는 것임으로 

Ship1이 진위가 되며, 그 반대이면 남측의 관측 값을 진

위로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18)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a)                                        (b)
Fig. 6 Running fix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만일 cos(Z1)과 cos(Z2)가 각각 한 개의 음수와 양수

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계산의 오류 혹은 방위의 측정

을 담당하는 compass의 오류가 있다고 판정 가능하다.
그림 5는 관측자 대비 천체의 위치가 경도 성분 각각 

앞뒤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도시 한 것이다. 이에 비

해 그림 6에서는 관측자 대비 해 뜨는 오전의 GHA값을 

(a)에 나타내었고, 해 지는 오후의 GHA값을 (b)로 표현

하였다.
그림 5에 대한 그림 6의 차이점은 그림 5에서는 Ship1

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GP1, GP2가 이루는 대권을 가

로지르고 있지만 그림 6에서는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권이 GP1, GP2가 이루는 대권을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6 역시 Ship1과 Ship2가 이루는 대

권이 GP1, GP2가 이루는 대권의 연장선에 대해서는 가

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앞서 cosine으로 연

산되었던 식 (17)이 유효하다. 
즉 식 (17)은 GP1과 GP2가 이루는 대권의 위에 존재

하는 Ship1과 아래에 존재하는 Ship2에 대하여 관측자

의 방위를 간단한 cosine 연산하여 진위를 찾을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Ⅳ. 시험 및 평가

4.1. 시험 환경의 구성

앞서 설명한 3장의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해 그림 7에
서는 그 처리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육분의[13]를 이

용한 태양의 고도를 격시관측을 통해 Hs와 대략적인 방

위를 추출한다. Hs를 통해 굴절률, 표준기압, 표준기온, 
시차값을 적용하여 Ho를 구한 뒤, 두 개의 진위와 허위

가 산출된다. 또한 두 방위를 cosine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값 각각의 부호가 같은지 검사하여 부호가 같다면 

한번더 cosine 결과값이 모두 (-) 부호이면 위도성분이 

높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고, 모두 (+) 부호이면 위도

성분이 낮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두 개

의 방위를 cos 연산을 통해 각각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면 이는 방위측정이 잘못 된 것으로 판별하여 재측정 

한다.

Fig. 7 True position determination process

실험 장비는 아날로그 육분의에 Bubble Horizon 
Mirror를 장착하여 태양의 고도를 오전에는 18´간격으

로, 오후에는 20´에서 29´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태양의 고도 측정에 편리함과 고정된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 카메라 삼각대와 고정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Ho와 GP에 대한 좌표값을 각각 두 지점씩 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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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표 5와 같이 Two-Body Fix 기법을 통해 두 교차지점

을 산출하였다.

4.2. 시험 결과의 분석

표 1의 실험환경은 2017년 11월 21일 해당 GMT 시
각에 기준 위치 37.5773°, 126.8164°에서 측정한 결과 

값이다. 이들 측정값은 측정 시 그림 8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gnetic compass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방

위를 측정하였는데, 이 방위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 것

이므로 다소 오차가 내포되어 있다. 

Fig. 8 Azimuth measurement approximation experiment

Table. 1 True position calculation process

No Observation 
Time(GMT)

Observation 
Altitude(Ho)

Azimuth 
(Z) Cos(Z)

1 03:14:09 32.5135° 180° -1

2 03:32:25 32.4868° 184° -0.9976

3 05:34:07 24.1997° 207° -0.8910

4 05:05:38 20.2151° 216° -0.8090

5 05:25:30 17.5948° 223° -0.7314

Table. 2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the 
1st and 2nd sequential points

Sequence
No

Ship1 Ship2

Lat Lon Lat Lon

1, 2 37.53° 125.99° -77.42° 127.10°

1, 3 37.55° 126.93° -73.81° 164.66°

1, 4 37.55° 126.90° -71.29° 172.56°

1, 5 37.55° 126.87° -70.76° 173.80°

Table. 3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the 
2nd and 3rd sequential points

Sequence
No

Ship1 Ship2

Lat Lon Lat Lon

2, 3 37.47° 127.07° -72.18° 165.74°

2, 4 37.48° 126.99° -69.52° 171.91°

2, 5 37.48° 126.96° -68.98° 172.88°

Table. 4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the 
3rd and 4th sequential points

Sequence
No

Ship1 Ship2

Lat Lon Lat Lon

3, 4 37.61° 126.82° -59.44° 168.88°

3, 5 37.65° 126.74° -58.87° 168.90°

Table. 5 Calculation of two intersection points for the 
4th and 5th sequential points

Sequence
No

Ship1 Ship2

Lat Lon Lat Lon

4, 5 37.95° 126.38° -55.77° 167.92°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대권이 직교한다는 것

은 Ship1과 Ship2가 GP1, GP2가 이루는 대권에 대해 기

울어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측자의 방위

가 진북이든 자북이든 대략적인 방위만 산출되어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진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듯이 모든 측정값에 대한 방위각

은 cosine GP를 적용할 경우 (-)값이 산출됨을 알 수 있

었다. 결국 상기 측정한 모든 값들은 Ship1과 Ship2 중에

서 반드시 Ship1 자신의 진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는 표 1의 1번 한 개와 2번부터 5번
까지 2개의 조합이고, 표 3은 표 1의 2번 한 개와 5번까

지 2개의 조합이고, 표 4는 표 1의 3번 한 개와 5번까지 

2개의 조합이고, 표 5는 표 1의 4번 한 개와 5번까지 2
개의 조합으로 위치 좌표를 나타내었다. 이 모든 조합

은 Ship1과 Ship2를 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이 육분의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

로 다소 측정에 따른 위치적인 오차는 개입될 수 있으

나, 원래의 목적인 LOP의 두 위치 중 진위와 허위를 판

별하는 작업에서는 분명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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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OP 방식을 이용하여 태양을 격시관

측하였을 경우, 두 등고권이 교차하는 2개의 위치 중에

서 진위와 허위를 방위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알고리즘

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격시관측 시 태양의 위도 성분의 변

화가 미세하여 거의 무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이에 따라 태양의 격시관측 시 2개의 GP는 거의 적

도에 수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개의 등고

권이 겹치며 생성된 진위와 허위는 이 2개의 지점을 잇

는 대권이 2개의 GP가 이루는 대권과 서로 수직임을 증

명하였다. 
이러한 수직이 뜻하는 바는, 진위와 허위가 2개의 

GP가 생성하는 대권에 대해 2개의 GP 어느 쪽에도 치

우침이 없이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명확성 때문에 다분히 오차를 가지고 있는 

선박 내의 컴퍼스를 이용하더라도 격시관측 시 방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등고권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2개
의 위치 중 어느 것이 진위인지를 명확히 구분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제안으로 격시관측 시 측정

한 방위에 대하여 이를 cosine 연산하여 그 값이 (-)이면 

2개의 GP가 이루는 대권보다 위도 성분이 높은 위치를 

진위로 결정하였다. 총 5회 격시관측을 시행하였고, 이
를 통해 발생한 총 10개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100% 진
위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천문항해를 위한 연산 시 방위를 연

산자로 이용할 경우 두 등고권이 교차하는 2개의 위치 

중 한 점을 찾는 행위는 용의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계기로 향후 아날로그 육분의의 디지털화에 따

른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 시 방위 센서의 연동을 통한 

사용자 편리성의 대한 연구를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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