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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의 검토
첨성대(633)1)에 대한 기능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에는
첨성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장들이 섭렵되어 있기 때문에 첨성대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얻기 위해 우선 이 선행 연구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서기 20세기 이후로 논문이나 학술서에 첨성대의 기능을 언급한 연구자
들과 그들의 주장을 분류하여 요약한 것이다. 첨성대의 기능에 대한 주장을 크게
1. 천문대설, 2. 제천단설, 3. 상징물설 세 가지로 나누었다. 또 천문대설은 천체의
위치나 천문현상의 시각을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느냐, 육안으로 천변관측 만을
하였느냐, 아니면 첨성대 자체가 규표로 사용되었으냐에 따라 세분하였다. 또 상징
물설도 불교, 천문, 기타 상징물로 세분하였다.
표 1을 보면 천문대설2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도 그 지지자가 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첨성대 논의가 장기화 되면서 첨성대의 기능에 대한
보다 과감한 추정을 시도한 상징물설3 계통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첨성대의 건축년도는 흔히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따라 선덕여왕 16년(647)이라고 하나, 그 이전의 정사
서 『세종실록』의 기록인 선덕여왕 2년(633)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종 2년(1454)에 발
간된 세종대왕 실록 지리지 경주부에 보면 “첨성대. 당 태종 정관7년(633)에 신라 선덕여왕이 쌓은 것이다.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위는 방형 아래는 원형으로, 높이가 19척 5촌, 위의 둘레가 21척 6촌, 아래 둘레가 35
척 7촌이다. 그 가운데를 통하게 하여 사람이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홍봉한 등
이 영조 46년(1770)에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를 정조 6년(1782)에 이만운 등이 수정 보완하고, 이의 오류를 다
시 바로 잡고 증보하여 박용대 등이 융희 2년(1908)에 간행한 백과사전이 『증보문헌비고』이다. 『증보문헌
비고』 의상(儀象)에 “선덕왕 16년(647)에 첨성대를 만들었다. 돌을 다듬어 대를 쌓았는데, 위는 네모지고 아
래는 둥글며, 높이가 19척이다. 그 속이 뚫려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증보문헌비고』는 『세종실록』에 비해 무려 454년이나 후대의 문헌이다. 또 수차의
오류 수정 작업을 거친 점으로 보아 『증보문헌비고』에는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을 것이고, 첨성대의 축조년
도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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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세기 이후 첨성대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 요약2)
천문대설1

천문대설2

천문대설3

제천단설

상징물설1

상징물설2

상징물설3

육안 천변
관측

규표. 측경대

능

천체의 위치
시각 측정

하늘에 제사.
靈星壇

불교상징물
(수미산)

천문수학
상징물
(주비산경)

토착신앙(우물),
정치상징물

지

和田雄治17, Rufus36,

전상운64

박성래80,

이용범74,

김용운74,

조세환98,

지

홍이섭 44,

박성환81,

송민구81,

박성환81

김기흥00,

자

Needham59, 홍사준63,

신영훈81,

이기동81,

(전상운64),

유경로73,

송민구81,

(민영규81)

남천우74,

(김용운77),

이기동81

박흥수73,

김기협81,

송민구81

이은성81,

기

(전상운64),

김영주07

송민구81,
나일성81,
민영규81,
신영훈81,
이동식81,
김재관81,
(이기동81),
(이용범93),
(박성래93),
박창범02,
구만옥03,
이문규04
근
거
1

명칭

명칭

건물 내외관 천제풍습

근
거
2

건물 수치
구조

건물 수치
구조. 후대
문헌

몸통 내부
천문대 구조 천문대 구조 천문대 구조 건물 31단
공간 관측에 규모 위치가 규모 위치가 규모 위치가
부적합
불편, 부적합 불편, 부적합 불편, 부적합

반
증

儀機 고정臺 출입 불편
부재. 정밀
관측 기록
없음

정남향 아님.
그림자 측정
석대 없음.
문헌근거
없음

제단으로서
너무 높고
협소.
문헌근거
없음

건물 형태

출입구 존재
및 사용.
문헌 근거
없음

건물 수치

출입구 존재
및 사용.
방위 불일치.
문헌 근거
없음

건물 위치,
형태

출입구 존재
및 사용.
문헌 근거
없음

이렇게 첨성대의 정체에 대해 많은 설이 제기된 이유는 물론 첨성대에 대한 역사
2) 和田雄治, “경주첨성대*설”,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 (조선총독부관측소, 1917), 144-151쪽
Rufus, W. C., Korean Astronomy (Chosen Christian College, 1936), 13-14쪽
Needham, J.,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3 (Canbridge University Press, 1959) 297-298쪽
김영주, 公論圈으로서의 첨성대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1호, 2007, 47-77
박성환, 첨성대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1981, 147쪽
이동식, 사고의 심리학과 병리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1981, 147-148쪽
이은성, 첨성대에 대한 소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1981,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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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성대의 정체를 진단하고자 하는 학자들 간
의 질문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즉 천문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
을 첨성대에서 신라인이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반면 상징물
설은 이보다는 무엇 때문에 첨성대를 지었느냐, 또는 하늘을 관찰한 목적이 무엇이
었느냐가 더 관심사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질문을 가지고 첨성대의 정체를 규명
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각자의 결론이 다소 과장되면서 과거 수십 년간
‘첨성대 논쟁’ 또는 ‘첨성대 대토론’이라는 유혹적인 이름으로 학계와 세인의 관심을
끌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밝
힐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첨성대에서 이루어졌던 신라인의 활동이 과연 일반
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천문관측이었을까를 진단하는 문제까지 연구의 범주를 한
정하였다. 이를 증명할 길은 없을 것이나 첨성대의 구조적 특징과 여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그 정황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전통시대 천문현상 관측대로서의 첨성대
2.1. 첨성대의 규모, 구조, 위치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ㄱ. 첨성대의 규모가 천문
대로서 너무 작고, ㄴ. 출입이 불편하며, ㄷ. 위치가 관측에 불리한 궁궐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여러 번 비판되었다3). 첨
성대와 비교할 만한 전통시대의 천문대로서는 개성 만월대 첨성대와 조선시대의 관
2

천대 두 기가 있다. 첨성대 상부 정자부의 면적이 7.7m 정도인 데에 비해서4), 개
2

2

2

성 천문대는 9m , 현대사옥 앞의 관천대는 6.7m , 창경궁 관천대는 5.5m 이어서
첨성대의 관측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첨성대의 관측 공간은 기록으로만 알 수
2

있는 경복궁 대간의대(60m )보다는 훨씬 작은 면적이지만 현존 고려와 조선시대
천문대들에 비해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출입이 불편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드나드는 곳
과 같이 편리하지 않다고 해서 천문관리의 공식 근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천문 관측과 같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의
접근을 어느 정도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5). 출입구 하단에
3) 남천우, “첨성대에 관한 제설의 검토-김용준, 이용범 양씨설을 중심으로”, 『역사학보』64(1974), 115-136쪽.
4) 전상운, 한국과학사, 2000, 78쪽. 정자석 부분을 뺀 내부 만의 면적은 4.8m2 이다. 다른 천문대도 난간의 면
적을 빼지 않고 제시하였다. 개성 천문대의 경우 난간이 유실되어 내부 면적을 잴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문규(2004)도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신성한 공간인 첨성대를 오늘날의 천문대처럼 손쉽게 출입할 수 있도
록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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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대놓도록 홈이 두 줄 파여 있다.
세째로 위치가 궁궐에 있어서 천문대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견해는 다른 전통시
대의 천문대 위치를 보면 부정된다. 그림 1은 신라 왕도의 모형인데 첨성대는 궁궐
과 도시에 인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평양성에 있는 첨성대(그림 2), 개성 만
월대 첨성대, 창경궁 안에 있는 관천대와 비교할 때 왕립 천문대로서 매우 당연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첨성대의 규모, 구조, 위치가 전통시대의 천문대
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림 1. 신라 왕경도 (신라문화역사관). 월성 위, 사진 좌중앙 위에 첨성대가 있다.

그림 2. 첨성대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평양전도 (18세기 중엽)

2.2. 첨성대의 천문 상징
물질에 천체의 형상이나 수를 부여하거나, 말이나 행동, 지명에 천체들을 등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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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각종 제도나 의례, 관습에 천문의 이치를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세계의
여러 문명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물건과 건물에 부여한 구
조나 문양들은 단순히 미적 목적으로만 고안된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관련된 인
간과 자연계의 이치를 표상하려는 사려깊은 배려가 바탕에 스며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천문대에도 천문지식이 상징적으로 부여되어 왔다. 고려시대 개
성 첨성대의 하부 지주는 5개이다. 또 창덕궁 옆 관천대는 7단으로 되어 있고, 창
경궁 안의 관천대는 5단으로 쌓았고 모두 7단을 밟아 관측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5와 7이라는 수치는 물론 오행성과 일월을 상징하는 전통
천문학의 핵심적인 수치이다.

그림 3. 창덕궁 옆으로

그림 4. 숙종14년(1688)에 세워진 창경궁 안 조선

이전된 조선 관천대

관천대

첨성대에 부여된 천문 상징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어 왔는데 졸저 「하늘에 새
긴 우리역사」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첨성대는 몸통을 원으로, 머리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당시의 우주구조론
이었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天圓地方)’는 생각을 담았다. 원형 몸
통부에서 정자꼴 머리부까지 29층으로 석재를 쌓아 음력 한 달의 날수, 즉
초생달에서 다음 번 초생달까지의 날수(29.5일)와 일치시켰다. 원형 몸통부
만은 총 27층으로 구성돼 달이 공전하여 하늘의 같은 별자리에 되돌아오는
주기(27.3일)에 맞추었다. 또 몸통부 중간에 있는 창의 아래와 창 위의 층
수를 각각 12층으로 하여 1년 12달과 24절기를 상징하였고, 기단석에도
12개 석재를 사용하였다.
원형 몸통부의 아래쪽 여섯 층을 이루고 있는 돌 수는 각각 16, 15, 15,
16, 16, 15 개이다. 이는 동지-소한, 소한-대한, 대한-입춘, 입춘-우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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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칩, 경칩-춘분 사이의 날수와 맞다. 첨성대의 몸통부에는 구조적 안정
을 위해 정자석 6개가 안쪽부터 빗장처럼 끼워져 튀어나와 있다. 이 정자석
들을 빼면 옆에서 보이는 몸통부 석재의 총 수는 364개이다. 그런데 27단
인 몸통부의 26단 안쪽 위에는 판석이 하나 걸쳐져 있어 27단과 나란히 몸
통부 상부를 이루고 있다. 위에 덮힌 이 판석까지 더하여 모두 365개의 석
재가 첨성대 몸통부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1년의 날수에 정확
히 맞추어 석재를 쌓아 축조한 것이다.

기존 주장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몸통부가 27단으로 된 것을 선덕여왕이 신라
27대 왕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대신, 달이 하늘에서 같은 위치로 되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날 수(27.3일)로 해석한 점이다. 정자석까지 합해서 얻는 층수 29가 삭망월
의 날 수에 맞는 등, 첨성대 건물 전체에 걸쳐 각종 천문 지식이 부여되었는데 느
닷없이 몸통부의 층수만을 선덕여왕의 재위번에 맞추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
다. 27이라는 수치를 그간 천문의 수에서 찾을 수 없어서 선덕여왕의 재위번에서
그 관련을 찾으려 했는지 모르지만, 첨성대에 부여된 다양한 천문상징을 감안했을
때 27이라는 수치도 천문 상수에서 우선적으로 관련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달의 항성주기 27.3일은 달이 28수의 하나에서 다시 같은 28수 별자리로 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므로 전통시대 천문관측에서 중요한 천문상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또한 몸통부에 사용된 벽돌 모양 석재의 총수가 365개인 점을
확정하고 이를 1년의 날 수로 간주하였다.
첨성대 초기 논쟁의 주역이었던 김용운(1974)은 이러한 천문상징이 당시 주요 천
문서인 「주비산경」을 참조하여 첨성대를 만들면서, 역법을 비롯한 당시의 천문지
식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 시대에 지어진
천문대에서도 천문의 상징수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는 오히려 전통천문대의 자연
스런 경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천문 관련 관직
삼국유사에는 연오랑세오녀(158)에 일자(日者), 만파식적(682), 백률사(693), 월
명사도솔가(760)에 일관(日官)이라는 천문관련 관직이 나오고, 특히 만파식적 기사
에 일관이 신문왕으로부터 점을 치도록 명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사기에는 경
덕왕 8년(749)에 천문박사를 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전문 천문학자를 관리로 둔
신라가 그 관리가 근무를 할 공식 천문관측대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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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덕여왕 2년 (633)에 지어진 신라의 경주 첨성대

3. 첨성대의 영향
3.1. 천문관측 기록의 변화
나일성(1981)은 첨성대가 천문대라는 정황적 근거 중의 하나로 신라의 천문기록
이 첨성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첨성대의 역할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신라의 천문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
고, 천문기록은 그간의 첨성대 연구에서 매우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다. 그림 6은
서기 500년부터 신라의 패망 때까지 20년 단위로 천문기록 수의 변화를 살펴본 그
래프이다. 나일성의 지적대로 첨성대의 축조년인 633년을 전후로 천문현상 관측기
록 수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천문기록수는 나라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데 신라말기에 기록수가 점차 감소
하는 현상이나, 일본(731)이나 말갈(733)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천문기록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현상 등에서 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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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기 500년부터 신라 패망까지 천문현상관측 기록 수의 변화. 화살표는
첨성대의 건립년인 633년을 가리킨다.

3.2. 신라 천문학의 발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과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첨성대 축조 이후 신라의 천문
관측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신라가 중국의 천문지식을 도입
하고 (박성래 1980), 자체적으로 역일을 정하는 노력이 첨성대 건립 이후의 기록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표 2 참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라의 천문기록 수가 증가
하기 시작하는 때는 신라가 당으로부터 역법과 천문도를 들여온 시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표 2. 서기 633년 이후 신라의 천문관련 사건 (천문현상 관측기록 제외)
시기

사건

출전

신라 文武王 14 (674)

入唐宿衛大奈麻德福 傳學曆術還 改用新曆法

사기-신라7

신라 孝昭王 1 (692)

高僧道證自唐廻 上天文圖

사기-신라8

신라 孝昭王 4 (695)

以立子月(11월)爲正

사기-신라8

신라 孝昭王 9 (700)

復以立寅月(1월)爲正

사기-신라8

신라 聖德王 17 (718)

漏刻典 始置 博士六人 史一人

사기-잡지7

신라 景德王 8 (749)

置天文博士一員 漏刻博士六員

사기-신라9

3.3. 일본 점성대 건설
첨성대가 지어진지 42년 뒤인 서기675년에 일본에는 점성대가 세워졌다. 신라의
직접적 영향인지, 신라 첨성대를 백제인이 축조하였고 일본 점성대도 역시 백제인
이 축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 연이은 사건이고, 신라 첨성대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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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도 불렸음을 생각하면 일본에 점성대가 세워진 일은 신라 첨성대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천문현상기록도 점성대의 건설
이후에 급증하였다. 이는 일본 점성대가 역시 천문현상을 관측하던 천문대이었다는
견해를 갖게 한다.

4. 천문관측의 내용
첨성대가 천문관측을 수행하는 장소였다면 과연 어떠한 관측을 하였느냐가 그 다
음 질문이 될 것이다. 이는 천문대설의 세부 사항에 해당된다.

4.1. 명칭
경주 첨성대의 이름은 삼국유사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기이(紀異) 권 2의 별
기(別記)의

“이 왕대(王代)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 (鍊石築瞻星臺)”

라는 기록이고, 또 하나는 왕력(王歷) 제 1에 신라 제 17대 내물마립간(奈勿痲立干)
조에

“능은 점성대(占星臺) 서남에 있다 (陵在占星臺西南)”

이라는 기록이다. 첨(瞻)과 점(占)이 같은 글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첨성대
와 점성대는 같은 이름이 된다 (이문규2004, 김영주 2007). 그리고 점(占)은 징조
(卜)를 보고 묻는(口) 것을 뜻하는 글자이므로, 첨성대 이름의 뜻을 좀 자세하게 쓴
다면“별을 올려다보아 관찰하여, 징조를 보고 판단하는 건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조선시대의 『서운관지』는 관천대(觀天臺)와 첨성대를 같은 이름으로 정
의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 세종2년에 ‘관상감에 명하여 첨성대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름으로 보면 첨성대는 천문을 관찰하는 장소가 되고, 그 목적은 하
늘의 징조를 읽어 대비하려는 점복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6).

6) 이 생각을 뒷받힘하는 삼국사기 기록으로는 ‘진성이 달을 범하였으므로 죄수를 대사하였다’(708), ‘유성이 천
창에서 태미로 들어가므로 죄수를 석방하였다’(715) 등 다수가 있다. 자연의 징조를 살펴 국정에 반영한 사례
는 천문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진, 한재 등 자연재이 전반에 그러한 관습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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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천문현상 관측기록
첨성대에서 어떠한 관측을 하였느냐에 대한 대답은 우선 당시의 천문기록에서부
터 찾아야 할 것이다. 표 3은 첨성대가 축조된 서기 633년 이후에 신라가 남긴 모
든 천문기록이다. 표 3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록된 모든 천문현상이 천문의기를 사
용한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천체가 출현한 위치는 거의
대부분 팔방위로 표현했다7). 이 정도의 위치 측정은 첨성대 건물의 방위를 이용하
여 판단하거나, 매우 간단한 방위 표지8)를 사용하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날
수를 측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시각 측정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즉, 혼천의나 간의 등의 천체위치 측정 기기가 당시의 천문관측에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천문현상 관측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삼국사기에 전해오는 신라의,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천문기록은 모두 천문이나 기상 현상의 이변을 육안으로
관측한 기록으로 보인다. 다만 팔방위나 일년의 시작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측
정이 수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은 발견된다9).
오늘날 역계산과 관련된 시간이나 위치 측정은 소형망원경으로 수행된다. 세계의
대형천문대는 거의 전적으로 천체 자체에 대한 관측만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첨성
대에서 이루어진 천변관측은 오히려 현대의 연구용 대형 천문대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구는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인데, 그 해석의 목적이 다를 뿐
현대 천문학의 연구와 신라시대의 천변 해석은 동일 형식의 행위라 볼 수 있다.

4.3. 첨성대의 방위
첨성대의 방위는 위의 건물 구조를 논하는 데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천문관
측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첨성대의
방위가 정남북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첨성대의 정자석은 남쪽 변이 정남에 대해 동쪽으로
13.0도 돌아가 있고 (박흥수 1979), 기단석은 정남에 대해 동쪽으로

18.92도 돌

아가 있다 (유복모, 강인준, 양인태 1981). 그림 7은 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위에
서 내려다 본 첨성대의 모식도이다.
그림 7에서 보면 첨성대 정자석의 모서리는 正東에서 남쪽으로 32도, 기단석은
26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에서 첨성대의 방위가 천문현상과
7) 성덕왕 17년(718)에 간방(艮方)을 표현한 기록이 하나 보이는데 이 역시 팔방위의 하나로서 동북방이다.
8) 여기에서 방위표지라 함은 방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고정된 표지를 뜻한다. 이도 넓은 범주로 보
아 방위측정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방위를 재기 위해 특별히 조작하여야 하는 의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첨성
대 건립 이후 신라의 천문기록을 보면 衆星西流(706), 天狗隕三郞寺北(710), 天狗隕艮方(718) 등과 같이 기기
로 측정할 틈이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유성이나 운석낙하와 같은 천문현상에도 방위를 표현한 사실을 보면
역시 당시의 방위 측정은 조작을 요하는 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9) 효소왕 4년과 9년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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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어서 무의미하며 따라서 첨성대가 천문대로서 부적합하다거나, 천문관측
활동과는 무관한 것(나일성 1981)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경주지방에서 동지날 일
출방향은 약 29.6도10)이기 때문에 정자석의 방향이 무의미하다고 보기가 힘들다.
선행 연구에서 유일하게 송민구(1981)는 이 점을 주목하였다11). 그는 첨성대 기단
석 모서리가 동지 일출 방향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고, 부석사 무량수전, 석굴암, 망
해사, 신방사 들이 동남 30도를 향하는 것과 같은 경향임을 지적하였다.

그림 7. 위에서 내려다 본 첨성대의 모식도. 정자석(안쪽 네모), 원통몸통(원), 기
단석(바깥네모)

첨성대가 현재 향하고 있는 방위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단석이 아니라 관
측대가 있는 정자석의 방향이 동지 일출방향에 더 가깝지만 기단석과 정자석 모두
모서리가 대체로 동지 일출 방향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실이다12). 첨성대 정자석의
모서리를 동지 때 일출방향에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면, 첨성대는 천변관측과 함께
일년의 시작을 알아내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관측대의 구조가 동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첨성대 몸통부 하부 6단이 동지에서 춘분까지
10) 첨성대 관측대 위에서 완전한 지평선을 볼 수 없고, 고도 2.8도부터 태양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동지
날 태양이 뜨는 방향은 동남 32도가 되어 정자석의 방향과 일치한다.
11) 남천우(1981)는 첨성대의 방위 오차가 16도 이르기 때문에 시공상의 오류가 아닌 의도적 회전이라고 주장했다.
12) 전상운(2000, 78쪽)에 따르면 정자부는 기단에 대해 8도 편서에 놓여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자부의 모서
리는 동남34도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그는 정자부가 근래에 수리를 하며 잘못 돌아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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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기의 날 수와 맞는다는 사실과도 연결이 된다.
그간 출입구의 방향이 정남에서 16도 빗겨가 있다든지, 기단석이 19도 어긋나 있
다는 사실이 첨성대가 천문관측대로 보기 힘든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이는
그 방위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의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갖게 된 오해이다.
정자부에 올라가 있는 관측자에게 정자석은 가장 유용한 방위 지표가 될 것이다. 그
런데 정자석의 변보다는 모서리가 방향을 지시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자석의
모서리로써 천문방위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정자석의 한 쪽 모서리가 동지 일출 방
향에 놓여 있어 24절기의 시작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이 방향은
대략적으로 동남향이기 때문에 팔방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3).

5. 토 의
5.1. 종교적 상징물 또는 천제단 관련
한편 비록 첨성대가 천문관측을 수행하던 천문대이더라 하더라도 그 외관에 다른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 호국종교이었던 불교의 우주
관인 수미산의 형상을 첨성대에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불교와 천문은 모두 결국
왕조의 安寧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도 그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삼국

유사 연오랑세오녀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가 천문관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제사
를 지내는 관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첨성대가 천제(天祭) 행사와 어떤 관련을 가
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첨성대를 세워 천문을 살피고 하늘의 뜻을 헤아려 왕국
을 운영함으로써 국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첨성대가 천문대일 때에 이러한 모
든 복합적 용도와 자연스럽게 관련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5.2. 첨성대에서의 과학활동
고대의 천문관측이 왕권과 왕조의 수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행됐고, 관측
된 천문현상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하여 점성술적인 해석을 가했다는 사실을 두고
당시의 천문관측 행위를 과학활동으로 보지 않고 심지어 천문현상을 관측한 장소이
더라 하더라도 그 장소를 천문대로 볼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는 자연을 관찰함에 있어서 현대과학과 동일한 방법을 따르고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 한 과학일 수 없다고 보는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이다. 객관성과 재연가능성을
13) 송민구(1981)은 기단석 북쪽 변의 석재 사이의 틈이 북방에 일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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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자연의 실상과 본질 파악에 목표를 두고 있는 현대 과학도
객관성 판단을 상당부분 (유일성과 반복성에 있어) 반드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인
간의 이성에 맡기고 있으며, 경험적 자료의 수집도 여전히 매우 제한된 시간적 공
간적 범주 이내에 머물고 있다14). 또 대부분의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과 잘 들어맞는 경험 법칙들일 뿐 본질에 대한 이해는 크게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
다15). 앞으로 이천년 후에 현재의 과학이 잘못된 판단방식과 제한된 자료에 토대를
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가‘자연 관찰과 실
험’-‘자료수집과 체계화’-‘모형 수립과 검증’-‘인간활동에의 활용’이라는 연구와 개
발의 틀을 가지고 수행하는 탐구 노력을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각국은 자국 내에서 물질적/정신적 부의 창출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유지
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궁극적 목적이 ‘비과학적’이라 해서 현대과학을 과학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시대의 여러 기록을 보면 당시의 천문학은 ‘천문현상 관측’-‘천변자료 선별과
기록’-‘점성적 해석’-‘왕국 운영에 해석 결과 반영’이라는 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의 천문 활동은 현대과학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해석의 도구가 다를
뿐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먼 미래에 과학의 도구는 지
금과는 또 다르리라고 예상한다.) 자연을 관찰하여 지식을 얻고 그것을 후대에 전승
시키고 체계화하여 인간의 활동에 활용하는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고 한
다면, 첨성대는 당시의 천문과학이 수행되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6. 결 론
첨성대는 신라 왕조의 관리가 천문관측을 하던 천문대라고 판단된다. 첨성대 그
리고 점성대라는 이름, 건물에 부여된 여러 천문 상징, 건축 시기 이후로 급증한 신
라의 천문현상 관측기록, 후대 문헌의 기술 내용 등이 그 근거이다.
첨성대에서 수행하던 천문관측은 천체위치나 천문현상 시각을 정밀히 측정해야할
필요가 없는 육안 관측이었다고 보인다. 정밀한 측정기기를 필요로 하는 관측은 신
14) 예를 들면, 뉴턴이나 아인쉬타인의 중력 이론들은 아주 큰 규모에서 관측된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는 틀린 모
형일 수 있으나 현재 과학자들은 이 이론들이 진실일 것이라 믿고 관찰된 우주를 기술하고 있다. 그 결과 태
양계보다 큰 규모에서 우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없는 모순들이 여럿 발견되었으나 이것이 중력법칙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힘(제5의 힘)이나 물질(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존재 때문인지 구별되고 있지 않
다.
15) 예를 들어, 만유인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뉴턴의 법칙은 단지 그럴 경우 일부 중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왜 물질 사이에 그러한 인력이 존재해야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는 아무
런 답을 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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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어떤 천문현상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라의 천문기록과 첨성대의 구조와 방위로 볼 때 첨성대에서의 관측은 팔방위
정도의 방위 측정이 이루어졌고, 절기를 파악하는 정도의 시간 측정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첨성대의 건물 구조를 이용하거나, 극히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 왕조의 안녕을 위한 점복을 목적으로 천변관측이 수행되는 장소였으므로, 같
은 목적으로 첨성대에 종교적, 정치적 상징이 부여되거나 그러한 행사가 부차적으
로 이루어졌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16)

16) 본인은 첨성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논란을 계속 부풀림으로써
첨성대에 대해 논리가 박약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추론들이 난무하고, 이들이 일반에 새로운 진실로서 왜곡
되어 전파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행연구를 살피는 중에 28년 전
에 쓰인 이재관의 논문을 보고 공감하는 바 있어 한 구절을 인용하겠다. 본인의 의견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단기간 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분산된 연구조사로써 논쟁을 계속하다가는 자칫하면 현실 (첨성대)을 벗
어난 토론으로 치닫는 습성적 사례를 되풀이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간 3차에 걸친 첨성대토론
회는 첨성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견과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 같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첨성대의 문화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 더 충분한 시간과 자금 및 인원을 동원함으로써 이제까지
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미진부분의 보완 및 외국 고대천문대의 비교연구 등을 수행하고 첨성대
의 진수를 규명할 [첨성대연구 종합계획]을 세워 봄이 어떨까 생각된다. (이재관,“첨성대 토론 유감”, 한국과
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1981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