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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사용 

망원경의 전원을 넣는다. 세팅에 따라 망원경이 알아서 모터 상태를 파악하거나, 

자동으로 추적이 시작되거나, 아무런 동작도 없을 수 있다. 

망원경의 사용법은 크게 나눠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망원경 본체와 핸드 

컨트롤러만을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이고, 두번째는 망원경과 PC를 연결하여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작동을 하는 방법이다. 첫번째의 간단한 방법으로 망원경을 동작 

시키기를 원하면 1.1하드웨어 사용과 8종료항목을 보면 작동이 가능하고, PC와 

연결하길 원하면 모든 항목을 다 보아야 한다. 

1.1 핸드 컨트롤러 사용법 

상하 화살표는 DEC축, 좌우 화살표는 RA축을 움직인다. 

RA축은 오른쪽 버튼이 서쪽으로(북극에서 보았을 때 

시계방향), 왼쪽 버튼이 동쪽으로 움직인다. DEC축은 

PC소프트웨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하드웨어만 사용 시 

독일식 적도의는 위 버튼이 서→북→동 방향(경통 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방향)으로 돌며 아래 버튼은 반대로 돈다. 

포크식 적도의는 위 버튼이 지평좌표계 상에서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아래 

버튼은 반대로 돈다. 

PC소프트웨어 사용 시 

위 버튼을 누르면 독일식, 포크식 모두 동일하게 적도좌표계 상에서 북극을 

향해(DEC+방향)가며, 아래 버튼은 망원경이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 남쪽(DEC-

방향)을 향해 이동한다. 예를 들어 독일식 적도의는 서쪽을 보고 있는 경우 

북→서→남으로, 동쪽을 보고 있는 경우 북→동→남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갈 때 위 버튼을 눌러 

북쪽으로 이동하다 망원경이 멈추면 버튼을 떼고 아래 버튼을 눌러야 한다. 

속도 조절은 SPD버튼을 누르면 빠른 속도→중간 속도→느린 속도→빠른 

속도의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망원경의 빨강(빠름)-주황(중간)-

초록(느림) 3열 LED로 현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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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실행 

모든 작업 전 최우선적으로 PC의 시각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Windows의 시간 동기화 기능, 혹은 한국 표준시 동기화 프로그램(UTCk3.1) 등을 

이용해 시각 동기화를 해준다. GPS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PC의 시각을 맞추도록 한다. 

PC의 시각이 맞지 않게 되면 망원경의 동작이 매우 큰 수준으로 틀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PC의 시각이 현실보다 10초 느리게 가면 망원경은 실제 별의 위치보다 

2.5arcmin이 틀어지게 되고, 2분 느리게 가면 별의 위치는 0.5도가 틀어지게 된다. 

이는 실제 관측을 해보면 관측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오차이다. 특히 

대형망원경의 경우 초점거리가 매우 

길면 시야가 10arcmin 이내인 경우도 

많아 시각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관측이 매우 힘들어 진다. 

보통 PC의 시간은 수 시간 ~ 수 

일정도의 기간 내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틀려진다. 하지만 수 주가 흐른 후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UTCk3.1등을 이용하여 매 관측 세션마다 PC의 시각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UTCk3.1를 사용할 때는 비교/동기를 너무 단시간 내에 하게 

되면 서버에서 반응을 하지 못 하므로 앱을 시작하거나 한번 비교/동기를 한 후에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동기를 해주도록 한다. GPS 등 더 정밀하게 시각을 맞출 

수단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SiTechExe를 실행한다. 망원경 설치 시 초기 설정이 완료 되므로 추가 설정이 필요 

없이 바로 연결되어 망원경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한다. 망원경이 연결 되었다면 

4망원경 초기화 단계로 넘어가 바로 사용한다. 망원경이 이상 작동을 한다면 

3망원경 설정을 참조하여 재설정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한다.  

http://www.kriss.re.kr/standard/view.do?pg=standard_set_01
http://www.kriss.re.kr/standard/view.do?pg=standard_set_01
http://www.kriss.re.kr/standard/view.do?pg=standard_set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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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E SKY X 사용 시 

정상적으로 SiTechExe가 실행되어 망원경이 

연결 되었다면 The Sky X를 실행해 

Telescope탭으로 이동하여 Start Up의 

Connect Telescope를 눌러 망원경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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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원경 설정 

3.1 기본 소프트웨어 설정 

Config 탭의 Change Config! 버튼을 눌러 Setup창을 띄워 

Misc 탭의 Load Backup Config File로 미리 설정된 세팅 

파일을 불러온 후 Comm Port가 망원경이 연결된 포트가 

맞는지 확인 후 다르다면 올바른 포트로 바꾸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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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Parms 탭의 Use Horizon File SiTech.hrz가 체크되어 있으면 Horizon File 

탭으로 가서 정상적인 hrz 파일이 불려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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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모든 세팅이 정상적으로 불려온 것이 확인 되면 어느 탭에서 든 OK버튼을 

눌러 빠져나온다. 통신 포트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망원경의 상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이때 Config탭의 모터 설정 값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두 번 이상 재 시작을 해보고 계속 이상이 있다면 관리자에게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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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탭으로 돌아와 PointXP의 설정 값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PointXP 설정이 

이상하면 해당 버튼을 눌러 File -> Open Calibration에서 올바른 설정 파일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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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원경 초기화 

4.1 HOME기능이 있는 경우 

Features탭의 Home버튼을 눌러 Initialize Scope Using 

Homing Switches 실행 후 망원경의 초기화가 완료되면 

OK 버튼을 눌러 빠져 나온다. Primary Axis, Secondary 

Axis 양 측 모두의 Status of Homing Routine이 

Idle상태로 돌아오면 초기화가 완료된 것이다. 

※ON TRUE, MOVE X 체크박스는 초기화 시 

망원경의 회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값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망원경이 거꾸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도록 한다. 

4.1.1 홈 위치 설정 법 

먼저 망원경이 Sync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여야 

한다. 이때 Homing Operations Window로 들어와 한 축 

씩 Find Transition Angle을 실행하게 되면 망원경이 홈 

위치를 찾고 올바른 좌표를 얻게 된다. 버튼을 누른 후 Status of Homing Routine이 

Idle로 돌아오면 그 축에서 찾기가 완료된 것이고 Transition Angle의 좌표 값이 

바뀌게 된다. 양 축 모두 올바른 좌표를 찾은 후 OK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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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다. 

4.2 HOME기능이 없는 경우 

소프트 패드 혹은 리모컨을 이용해 동정할 수 있는 기준 

별로 망원경을 이동하여 GoTo/Sync탭에서 해당 별에 

Sync 한다. SkyView나 The Sky X를 이용하여도 된다. 

Sync 방법은 5 Sync 잡는 법과 6망원경 사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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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YNC 잡는 법 

GoTo/Sync탭이나 Features의 SkyView 등 어느 기능을 이용하여도 Sync시 

InitPoint창이 뜨게 되는데, 그대로 두면 약 15초 후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지고 창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면 Simple Offset Init버튼을 눌러 즉시 

수동으로 싱크를 맞추고 OK버튼을 눌러 빠져나오면 된다. Simple Offset Init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빠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OK버튼을 눌러 주어야 한다. 

싱크를 잡기 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Keep Window Up!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창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싱크를 잡거나 그냥 빠져나오면 

된다. 

Sync를 잡을 때 GEM Scope is looking X에 주의 하여 실제 망원경이 보는 동-서 

방향에 맞게 입력하여야 한다. 

5.1.1 잘못 된 Sync 

SYNC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일식 적도의에 한해 

자오선 근처의 별로 SYNC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식 적도의는 구조상 자오선을 지날 

때 FLIP을 하게 되는데, 자오선을 지날 때마다 매번 반드시 FLIP을 하게 되면 관측 

시간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자오선 주변으로 약간씩 완충 지역을 

두게 된다. 이러한 완충 지역 내에서 SYNC를 잡게 되면 망원경이 실제 보고있는 

방향과 매우 다른 위치로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천구의 극 주변부는 천구 

좌표계에서 특이점이기 때문에 좌표 상에서 수치의 변화에 비해 실제 망원경의 

움직임이 매우 적다. 따라서 이 극 주변부에서 SYNC를 잡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보다 위치 오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 망원경이 보는 방향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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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망원경의 위치 정보가 심각하게 틀어지면 

망원경이 비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망원경이나 주변 기물이 파손될 수 있고, 심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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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망원경 사용 

소프트패드의 작동은 핸드 컨트롤러 사용법과 같고, 화살표 두 개 버튼은 빠른 속도, 

화살표 하나 버튼은 느린 속도이다. 

SkyView를 이용하거나 GoTo/Sync탭을 이용하여 원하는 별로 GoTo한다. 도입이 

정확하지 않다면 Sync를 다시 맞추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6.1 SKYVIEW 사용법 

Scope탭을 보면 SkyView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별 지도가 나타난다. 왼쪽 아래에는 

망원경 정보와 위치 정보, 오른쪽 아래에는 커서가 가리키는 

대상의 정보가 나온다. 왼쪽 상단의 체크박스들은 지도에 

표시할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전부 켜 놓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되니 기호에 맞게 조절하여 

보도록 한다. 별 지도상에 아무 지점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려지는 파란 사각 영역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이든 클릭을 하면 파란색 창이 뜨면서 대상 별에 대해 Goto, Sync, 

Center(Skyview 화면의 중심에 대상 보이기)를 할 수 있다.  

소프트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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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SkyView 화면 설명 

Stellar Sky Mag: 이 등급의 별까지 화면에 표시된다. 

Deep Sky Mag: 이 등급의 심 우주 천체까지 화면에 표시된다. 

Size Limit(Mins): 가장 밝은 대상이 이 크기로 보이게 된다. 

Constellation Lines: 별자리 선을 표시한다. 

Open Clusters: 산개 성단을 표시한다. 

Planetary Nebulae: 행성상 성운을 표시한다. 

Globular Clusters: 구상 성단을 표시한다. 

Galaxies: 은하를 표시한다. 

Solar System: 태양계 천체를 표시한다. 

Other: 그 외 다른 것 들을 표시한다. 

EqGrid: 적도좌표계 기준선 망을 표시한다. 

Alt/AzGrid: 지평좌표계 기준선 망을 표시한다. 

CalPoints: PointXP Calibration Point 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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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Z6: 화면의 확대 정도를 결정한다. Z1 이 가장 넓어 180°의 시야를 보여주고 

Z6 이 가장 좁다. 

Search: 누르면 뜨는 팝업 창에 원하는 대상의 이름을 넣어 검색할 수 있다. 

ReFresh: 화면을 다시 표시한다. 

Pan to Scope: 망원경이 보는 위치를 표시한다. 

FOV: 관측 기기의 시야를 정하고 표시한다. 

Use Static Time: 정해진 시각을 사용한다. 

Use System Time: 시스템 시각을 사용한다. 

EastWest: 동-서 표시 방향을 바꾼다. 

Help: 도움말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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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GOTO/SYNC 탭 

사용법 

밝은 대상의 경우 GoTo/Sync 

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Star, Messier 버튼을 눌러보면 

목록의 대상들이 새 창에 뜨고, 

이름을 클릭하면 주 창에서 대상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NGC, IC 

텍스트 입력 상자에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대상이 선택된다. 대상이 선택 

되어있는 상태에서 GoTo 혹은 

Sync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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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THE SKY X 사용법 

하늘 지도상에서 원하는 대상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Slew버튼을 누르면 망원경이 

대상을 향해 움직인다. Sync는 Start Up > Synchronize 버튼을 누르면 SiTechExe의 

Telescope Synchronization창이 뜨면서 Sync를 

잡게 된다. The Sky X의 설정에 따라 Sync나 

Slew 시 확인 창이 팝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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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킹 

홈 기능이 있는 경우 다음 시작 때 홈 기능을 이용해 망원경을 초기화 하므로 파킹이 

필요 없다. 아무 위치에서나 종료해도 다음 번 사용에 지장이 없다. 다만, 특정 

위치로 망원경을 옮긴 후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당 위치로 망원경을 이동한 후 

SetPrk버튼을 눌러 파킹 위치를 세팅하고 Park버튼을 누르면 파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파킹상태에서 다시 망원경을 사용하려면 UnPrk버튼을 누르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홈 기능이 없는 경우 파크 포지션을 설정하여 파킹 후 종료하면 다음 번 전원을 넣을 

때까지 망원경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파크 

포지션에서 시작하여 4장의 초기화 작업 없이 바로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하드웨어 설정을 자동 추적 모드에 놓으면 

파킹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홈 기능과 

상관없이 파킹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실제 망원경을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파킹을 해 놓거나 매번 초기화를 해 주어도 

관측 위치, 극 축, 시각 등의 오차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망원경의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8 종료 

PC연결 없이 하드웨어만을 사용한 경우 망원경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전원을 

끄면 된다. PC를 연결하여 사용했다면 아래 항목을 보고 PC 소프트웨어를 먼저 

종료한 후 망원경의 전원을 끄도록 한다. 

8.1 THE SKY X 사용 시 

먼저 Telescope탭에서 Shut Down의 

Disconnect Telescope를 눌러 The Sky와 

망원경의 연결을 해제하고 The Sky의 

X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그 후 

SiTechExe의 X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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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SITECH 앱 사용 시 

SiTechExe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 창의 X 버튼을 눌러 종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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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의 사항 

9.1 클램프가 있는 경우(수동 조작 가능한 망원경) 

망원경에 클램프가 있거나 나사를 풀어 모터 제어 없이 망원경을 조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나 교육 목적, 혹은 사용자의 취향으로 

인해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게 되면 가대의 구조에 따라 

망원경이 정상 위치를 크게 벗어나 추후에 자동 제어를 사용할 시에 이상 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망원경의 특성 상 이상 동작을 하게 되면 큰 재산 피해나 심하면 

인명 피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클램프를 풀어 사용하거나 임의로 

분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꼭 수동 조작이 필요하다면 관리자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