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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召南天文學史硏究所는 4년 전인 2005년 9월 23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소남 유경

로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소남천문학사연구소는 그간 천문학사와 고천문

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보급, 후진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제1회 심포

지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천문도’를 개최하였고, 한국 천문학사를 종합한 학술

서인 ‘한국의 전통과학 천문학’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였으며, 지난 3년 여간 역

법⋅고천문도⋅천문의기 등에 관한 정기연구모임을 통해 학문교류와 후진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천문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여러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특

히 2007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의 부설연구소가 되어 공인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움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儀器)’를 한국천

문연구원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 개최

는 고천문학 연구 성과와 가치를 일반에 알리는 소남연구소의 핵심 활동 중의 하나

이며, 올해에 이루어진 ‘천문의기’ 연구모임의 성과를 종합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한국천문연구원에 고천문학 부서가 생기어 고천문학이 연구되고, 이 학문을 

꽃피우기 위해 소남연구소와 경주를 함께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세종대왕기념회 박종국 회장님과 

고등과학원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기념강연을 쾌히 수락해주신 전상운 교

수님과 남문현 교수님, 그리고 소중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박창범 교수, 양

홍진 박사, 김경자 간사님을 비롯하여 궂은 일을 마다않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6일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소장 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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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올해는 망원경 사용 400년을 기념하기 위해 UN이 선포한 ‘세계 천문의 해’입니

다. 망원경의 등장은 현대 천문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망원

경 발명 이후 우리 은하 뿐 아니라 외부은하 그리고 우주의 팽창까지도 확인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문관측기기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이 발명하고 사

용했던 전통 천문의기를 조명하고 그 학문적 의미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학술

대회는 소남천문학사연구소(召南天文學史硏究所)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그 의

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최하는 세 번째 고천문 워크숍입니다. 지난 

2005년 천상열차분야지도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개천절 워크숍을 개최하

여 많은 학술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많은 학문적 발전과 국민적 이해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연일 삼국시대의 천문학이 소개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남천문학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 학술대

회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 천문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앞으로 국내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더불어 국제적 학술대회로 활성

화 되어 우리의 우수한 전통 과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고등과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기념강연을 허락해 주신 전상

운 교수님과 남문현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2009년 11월 6일 

                                        한국천문연구원장 박 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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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간의대와 21세기 문화비전

남 문 현

건국대 명예교수, 자격루연구회 이사장

1. 관상수시의 과학

  천문학계에서는 15세기를 ‘세종의 세기’라고 부를 만큼 세종의 과학진흥업적은 

우리 역사를 넘어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보기를 찾기 어려우리만치 위대

한 것이다. 이는 세종 자신이 훈민정음 창제, 역서교정, 과학기구 창안 등 눈부신 

학술활동을 선도한 과학자로서 또한 유능한 과학행정가로서 얻은 당연한 영예라 생

각된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일원으로서 조선왕조는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여 역

서(曆書)를 제작해 백성들에게 농시(農時)를 알려주는 소위 관상수시(觀象授時 또는 

曆象授時)를 제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로 삼았다. 태조는 명(明)나라 황제의 

책봉(冊封)을 받았으므로 황제가 매년 동지(冬至)에 각국에 배포하는 대통력(大統

曆)이라는 명의 역서를 받아다 써야 했다. 건국초의 혼란이 정돈되고 새 왕조의 기

틀이 굳건해지자 세종은 관상수시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니 이것이 곧, 한양을 기준

으로 하는 시간측정과 역서의 제작을 목표로 한 간의대사업의 추진이었다. 이 사업

의 결과 세종 19년(1437)에는 한양을 기준으로 제작한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 

15종의 천문의기와 시계 등을 갖춘 간의대(簡儀臺)가 경복궁 경회루 주변에 건설되

어, 이곳에서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칠정산외편(七

政算外篇)』이 편찬되어 사실상 역법(曆法)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한양의 지방시를 

관측하여 장영실이 발명한 보루각루와 흠경각루를 운영함으로써 일찍이 표준시를 

사용하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간의대는 간의(簡儀), 규표(圭表) 등 관천기

구를 설치한 관천대인 동시에 서운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왕립천문기상대였으며, 세

종시대 과학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대(元代) 郭守敬(곽수경, 

1231-1316) 등이 이룩한 선진 천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서 15세기 



2  남문현

동아시아 최고의 천문대였다. 간의대 건립은 왕도정치를 실천하여 하늘의 뜻을 받

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경천근민(敬天勤民)의 건국이념을 구현하는 정책의 

소산이었다. 간의대는 건립된 지 10년이 못되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복궁 서북 

모퉁이(현재 태원전 후원으로 추정)로 이전되었으나 임진왜란 중에 관측기구들은 

파괴되어 석대만 남아 폐허 속에 묻혀 있었다가 고종 초의 경복궁 중창 시에도 복

구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1991년에 착수한 경복궁복원사업이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양하고 간

의대 의기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1992년에 ‘과학기술문화

재 기초조사와 설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경복궁은 15세기에 천문대가 있었던 

유일한 궁궐로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90년대 초까지는 과학문화재 연구

가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이라 간의대 복원을 꿈도 꾸기 어려웠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정부의 투자도 빈약하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세종은 세자(훗날 문종)를 밤에 

간의대에 올라 천문관측을 가르쳤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

계 천문의 해’지만 이와 관련하여 경복궁에서 천문관련행사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하늘을 읽고 받들기 위한 간의대를 포함

하여 땅과 사람에 대한 세종과학은 천문기상학의 발전을 비롯하여 전제(田制)의 개

혁,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등에서 보듯이 의술의 발전, 팔도지리지와 각종 지

도의 제작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모든 것이 농업의 발전과 연관되

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간의대 건설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과 아울러 문

화중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과학문화유

산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21세기를 위한 문화 인프라로 구축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간의대가 없는 경복궁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간의대 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지난날의 성과를 돌

아보고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간의대 건설과 의표창제

  세종 14년(1432) 초가을 어느 날 세종은 정인지를 비롯한 신하들과 더불어 경연

에서 역상(曆象)의 이치를 논하다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모든 

제도는 중국을 따르고 있으나 천문을 관측하는 기기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며 이를 

염려하였다”고 「간의대기」는 적고 있다.1) 세종은 정인지에게 “고전을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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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관측기와 계시기를 창안하고 제작하여 측정과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라(講究古

典 創制儀表 以備測驗)”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초와 정인지를 비롯한 학자들은 

중국 사서(史書)에서 우선 간의와 정방안(正方案)을 비롯하여 혼의(渾儀), 혼상(渾

象), 규표 등 천문의기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천(李蕆)은 장영실과 공역(工

役)을 맡아 간의대를 비롯하여 천문의기와 시계를 안치할 대각(臺閣)의 건축을 감독

하고, 장영실은 시보장치를 부착한 자동시계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

종 19년 4월까지는 다섯 가지 천문의기와 열 가지 계시의기가 거의 제작되어 간의

대에 설치되었다. 가장 복잡한 흠경각루는 다음해인 20년 정월에 완성되었다. 이로

써 7년여에 걸친 간의대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준공된 간의대에서는 매일 밤 

서운관원 5명이 교대로 관측활동을 하였다. 

 「간의대기」에 언급된 시설물과 의표들을 기록된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해와 별을 이용하여 주야로 시각을 결정하는 일성정시의 4건과 이것을 소형화한 

소형정시의(小定時儀) 여러 건.

─ 천체관측기구인 간의 1건, 정방안 1건,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 축대시설인 간의

대 1건. 

─ 소형간의(小簡儀) 2건.

─ 동지의 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1회귀년의 길이를 정하는 높이 40척의 동

표(銅表)와 영부(影符) 각 1건. 8척의 규표도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된다.

─ 천체운동을 모형화한 혼의 1건과 혼상 1건 그리고 이것을 구동하는 수력식 구

동장치인 격수기륜(激水機輪) 1건과 이것들을 설치한 집 한 채.

─ 자동시보시계(報漏閣漏) 1건과 이것을 설치한 집(報漏閣) 한 채.

─ 천지인(天地人)을 형상화한 천문시계 흠경각루(欽敬閣漏) 1건과 이것을 설치한 

집(欽敬閣) 한 채.

─ 해시계인 앙부일귀(仰釜日晷), 현주일귀(懸珠日晷), 천평일귀(天平日晷), 정남일귀

(定南日晷) 각기 여러 건.

─ 이동용 물시계 행루(行漏) 여러 건.

─ 의기들을 만들 때 기준이 된 주척(周尺) 여러 건.

  간의대 의기들을 설치한 장소도 조선초기의 경복궁을 그린 지도(경복궁도 참조)

에 표시되어 있어「간의대기」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간의대의 위치는 

원래 경회루 뒤편에서 뒷날 이전한 자리인 경복궁의 서북우(西北偶)로 표시되어 있

음이 다를 뿐이다. 간의대가 설치된 지 10년이 못되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간의

1) 「간의대기」는 간의대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세종 19년 4월에 金墩이 지었다. 이것의 원문은 『세종

실록』권77, 7-11쪽(세종 19년 4월 15일 甲戌)에 실려 있다. 『東國輿地勝覽』, 『書雲觀志』,『增補文獻備

考』 등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 내용이 전해 올 만큼 내용 또한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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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업은 조선왕조 최초, 최대의 의표창제(儀表創製)사업이었으며 세종의 영웅적인 

리더십의 산물이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최종성과는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간의대 시설과 의표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회신(灰燼)되어버

리고 말았다. 선조 34년(1601)에 영의정 이항복(李恒福)이 주관하여 간의, 누기, 혼

상 같은 것을 복원하였다. 그 후 경복궁이 공궐이 됨에 따라 간의대의 활동은 중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15세기 당시 세계에 위용을 자랑하던 간의대는 폐허 속

에 남게 되었다. 

3. 간의대 복원 방안

  한국의 과학의기는 1900년대 초기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외부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196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학자

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1970년대에 발족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七政算內

篇』과『七政算外篇』의 번역,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위고(象緯考)를 

번역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1980년대 들어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한국과학

사학회와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에 착수하여 처음으로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전

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니덤(J. Needham)등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국내

에서도 공학기술 지식을 요하는 보루각 자격루를 비롯한 수운혼천(儀象), 흠경각루

와 같은 천문시계 연구에는 공학을 전공하고 기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사업에 세종시

대 과학문화재의 복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92년에는 ‘경복궁 과학

기술문화재 복원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 간의대 의기들이 대부분 중국 원대 곽수

경의 제도와 명대초기의 것들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현지조사

와 아울러 한중(韓中)공동연구가 추진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

의 전통과학복원기술개발에 대한 특별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자격루를 비롯한 의

기들의 복원연구가 이루어져 모형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

는 규표, 간의 등을 복원하여 설치하였으며, 2007에는 세종 보루각루가 제작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의대 복원은 경복궁 복원사업이 건물 등의 복원에만 

치우치자 그 건물의 일부를 채울 목적으로 ‘경복궁 과학기술문화재 기초조사’라는 

명칭으로 착수되었으며, 그 결과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나마도 세종 

보루각 자격루의 복원은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 결과를 설계에 활용했기에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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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작 간의대는 이것이 위치했던 구역(현 태원전 구역)에 군대가 주둔하다보니 

복원이 어려웠지만 철수한 뒤에도 거론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복원진도가 느렸던 

이유는 간의대 의기에 대한 연구개발과 복원기술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의 부족에 있

었다 하겠다.  

  간의대 의기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의 관련 유물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참고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주로 

구동장치가 없는 간의나 일성정시의와 같이 가동부(可動部)만을 갖는 고정식 천문

의기와 해시계류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둘째, 유물이 없는 경우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면서 복원하는 방

법으로, 자격루와 같이 구동장치를 갖는 천문시계류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고대의 과학의기나 시계복원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종래의 경향을 보면 천문학자나 모형제작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한 반면,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학자들은 두 번째 방법을 주제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천문학자와 공학자, 모형제작자, 전문기술자들이 어울려 역할을 분담한 경우도 

많아 그나마 오늘에 보는 복원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나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웠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셋째, 앞으로 진행될 복원사업에서는 지난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

아 우선, 모든 의기는 모형이나 축소형을 지양하고 실제 과학기기로 업그레이드되

어 기기로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기의 원리와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수반되

는 오차는 불가결한 것으로 이는 기기 자체의 오차도 있겠지만 수 백 년 동안 누적

된 천체운동의 변화에 따른 오차도 감안해야하는 등의 차이를 인정해야한다. 재질

이나 제작공정도 가급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이라야 한다. 

  넷째, 복원제작에 대한 지도와 검증기구의 설립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복원사업

이 추진 될 경우 전문가들의 지도와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간의대 활용방안

4.1. 간의대: 천문의기 전시관 

  관천대인 간의대는 높이 31척(9.5미터), 길이 47척(14.5미터), 너비 32척(9.8미

터)의 규모로 대략 3층 높이의 건축물이다. 1992년 과학기술문화재기초조사 보고서

에서는 간의대를 복원하여 이 건물의 내부와 지하를 간의대를 소개하는 전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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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세종과학박물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동안 경복궁 안에 국립고궁박물

관이 설립되어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제안은 앞

으로 간의대가 복원되어도 매우 유용한 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간의대의 의기

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5종이다. 이것들을 다음의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전시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간의대의 내부는 나무로 간의(木簡

儀)를 만들어 간의, 소간의의 원리와 한양의 위도(북극고도)를 측정하는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간의의 역사, 활용방법과 축소형 간의를 전시한다. 둘째, (수력식 

가동부를 갖추지 않은) 혼의와 혼상, 앙부·현주·천평·정남 일귀, 일성정시의와 소정

시의, 규표는 인공 태양과 별자리를 이용하여 이것들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 셋째, 물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행루는 물로, 흠경각루, 수운의상(혼의와 

혼상)은 구동장치를 물과 전기 겸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세종의 간의

대사업 참여자 코너를 마련하여 세종을 비롯하여 정초, 이천, 정인지, 이순지, 장영

실, 김담, 김돈, 김빈과 무명 장인들의 인물과 업적을 소개한다. 이상 열거한 의표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첫 째와 넷째 부류를 제외

하고는 다음에 설명할 서운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적절히 분산하여 전시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서운관: 한국천문학사 전시관 

  간의대에서 관측을 주관했던 서운관(내관상감)도 함께 복원하여 한국천문학사 전

시관으로 활용한다. 이곳에는 야외에 천상열차분야지도, 측우기와 풍기 등을 설치하

고, 천문학사 전시실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천문학의 발달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전시한다. 서운관 전시는 반드시 세종시대에 국한하지 말고 조선시대 이래 

활동한 기록을 망라하여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곳에는 임금이나 왕비의 행

차에 사용하던 계시의기, 그리고 서운관에서 보관했던 상기 의기들을 적절하게 전

시한다. 서운관에 대한 것은 『서운관지』(書雲觀志)』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 복

원과 전시에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4.3. 국립고궁박물관: 조사연구, 전시, 교육, 홍보

  세종이래 네 번째로 제작된 보루각 자격루를 설치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자격루 전

시실과 주변 전시실에는 간의대 의기 가운데 시간측정기구를 선정하여 전시하고, 

전담자(전통과학 전공자 등)로 하여금 간의대, 서운관 전시실과 연계하여 전시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의 자격루는 보루각루이며, 또 하나의 자격루인 흠

경각루가 복원돼야 자격루가 모두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루 복원제

작을 주관하여 성공한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립고궁박물관은 흠경각루와 수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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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물론 간의대 의기의 복원을 주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이미 

복원된 흠경각에 흠경각루를 복원하여 설치하는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

안이 될 것이다. 이미 복원된 흠경각에는 적절한 모형과 천상열차분야지도 등을 제

작하여 전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문화, 이 가운데서 특히 

궁중과학문화재를 조사·수집하고 종합전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으로서 세종시

대의 과학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사연구, 전시, 

교육, 홍보하는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21세기 문화비전

  간의대는 조선왕조 정치이념의 산물이며 한국의 과학문화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과학문화유산이다. 간의대 의기와 시설들은 당시 동아시아 과학기술의 최고봉인 원

대(元代)과학에 바탕을 두고 각고의 노력 끝에 창조한 발명품들로서 15세기 당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며, 궁중에 설치한 천문대로서 더욱이 세계적

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려 내야할 책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연구와 복원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기와 시설은 복원이 가능하다. 기계적인 작동을 필요로 하는 기구들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는 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이미 자

격루 복원제작사례에서 보았듯이 과학기술 담당부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여 얻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복원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은 당연히 문화재청의 

몫이다. 간의대 복원은 가급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사업기간 중에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고령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뜻에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복원, 

그리고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이를테면 대통령 직속

의 ‘(가칭)세종간의대복원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경복궁을 되살리는 한편, 나머지 

궁들의 과학문화재도 함께 복원해야한다. 여기에 더한다면 경복궁에는 건청궁을 밝

히기 위해 1887년 초에 고종이 미국 에디슨전등회사에 의뢰하여 건설한 국내 최초

의 전등 조명용 발전소인 전등소(電燈所)와 1891년에 러시아 출신 건축가 사바찐을 

시켜 건축한 현대식 시계탑인 종각도 복원한다면 경복궁은 고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소위 ‘명품 궁궐’로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낼 문화재로 거듭 태어날 것이 분명하다.   

  한국문화의 중흥으로 문화강국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경복궁 간의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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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더불어 나머지 4대궁의 과학문화재 복원과 같은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확고한 재정지원, 복원에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부언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만이 망각 

속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유산을 되살려 전승하고 새로

운 과학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일찍이 15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천문대를 궁중에 세워 세계인들이 부

러워하는 과학문화를 창조한 세종 간의대의 재현은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비전으로 

한국인의 앞날을 열어 가는데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옛것을 오늘에 활용(古爲今用)’하는 길을 찾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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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복궁도(조선초기의 궁궐배치를 보여준다.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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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간평의(簡平儀)의 구조와 원리

이 용 복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1. 서 론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었

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자체도 피폐해졌다. 특히 문화적 유물이나 유산의 피

해는 엄청났다. 이러한 양란으로 인해 조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기존 유학과 관련된 사상체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유학도 사변적

인 것에 치중하는 것에 벗어나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학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학이 추구하는 바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등으로 삶 

자체에 대한 문제로 학문의 시야를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청나라를 통하여 서양의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병자호란 직

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는 심양에서 지내다 

1644년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하여 수도를 옮길 때 같이 가게 되었다. 당시 북경에 

들어와 있던 탕약망(湯若望 J. Adam Shall von Bell 1591-1666)과 교유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탕약망으로부터 자신이 한문으로 번역한 천문, 수학, 종교 등과 같은 

서적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지구(輿地球)와 천주상(天主像) 등과 같은 물품도 선

물로 얻었다. 이러한 서구의 과학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조선의 역법을 보완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김용덕 1977). 인

조 23년(1645년)에 귀국하면서 이러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제대로 

못 해본 채 이승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 주위에 있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실학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역법의 개력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1645년 시헌력(時憲曆)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이미 명나라 때 서양의 선교사에 의



12  이용복

해 완성한 『숭정역서(崇禎曆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당

시 청나라에 체류했던 한흥일(韓興一 1587-1651)은 1645년 귀국하면서 개력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칠정산(七政算)』내외편은 

만든 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러 실제의 천체 운행과 차이가 많이 나고, 탕약망이 

주도하에 만든 시헌력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던 많

은 학자들을 통하여 시헌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배워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시헌력을 배워서 조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효종 2년(1651

년) 관상감원 김상범(金尙範 ?-1655)이 북경에 들어가 시헌력을 배워와 1652년 시

헌력에 의한 방법으로 달력을 만들도록 했다. 다음해인 1653년에 역서는 그대로 

종전의 대통력(大統曆)으로 반포하고, 별도로 1653년의 역서를 시헌력 법에 의해 

만들었다. 이 시헌력의 역서는 청나라에서 받아오는 역서와 대조하여 그 정확성을 

차후에 대조하기로 했다(전용훈 2005).  

  시헌력법을 도입하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구면천문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확한 관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중국 청나에는 유럽의 티코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가 개발한 다양한 천문관측 의기가 소개되고 이

를 직접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기에 관한 것은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biest 1623-1688)이 저술한 『영대의상지(靈臺儀象志)』에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의기의 제작 방법, 설치 방법, 운용 방법 등을 게재하고 새로이 관

측하여 얻은 항성들의 위치를 수표화하여 올려놓았다. 이러한 책은 그대로 조선에 

수입되어 간행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에서 서양의 학문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입증이 된다.

  서양 학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역법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역법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천문의기가 청나라에 오가는 사신들과 사람들에 의해 국내로 유입

되었다. 특히 서양식 지도와 천문도가 들어와 이를 모사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

었다. 천문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숙종 44년(1718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중

성의(中星儀)와 간평의(簡平儀)를 제작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권81). 

 서양식 천문도가 도입된 것 중 하나가 대진현(戴進賢 Ignatius Koegler 1680 - 

1746)이 제작한 황도총성도가 영조 17년(1741)년 조선에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도를 영조 18년에 모사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해에 완성되었다(한영호 

2005). 이용범의 연구에 의하면 이 때 완성된 천문도는 현재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

는 보물 제848호인 황도남북총성도로 알려졌다(이용범 1988).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천문의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간평의

에 대한 연구는 김명호 등(1999)과 한영호(2005)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김명호 등

은 남병철과 박규수(朴珪壽)의 간평의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고, 한영호(20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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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특징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전체적인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

으나 사용 방법이나 원리는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평의(簡

平儀)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고 그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간평의와 관련된 기록

  간평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과 태양의 중성과 출몰시각을 알아

보는데 대단히 간편한 천문의기 중의 하나이다. 혼천의에 나타나는 24절기에 따라  

태양의 움직임을 간편하게 평면에 투사하여 태양의 출몰 시각과 낮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 유용한 의기이다. 이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숙종 44년(1718

년) 6월 13일(경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금루(禁漏)의 시각은 낮에는 일영(日影)을 가지고 서로 준거하지만, 밤에는 성

수(星宿)가 아니면 천시(天時)의 진짜 바른 시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

로 《주례(周禮)》에서 ‘별로 밤의 시각을 나눈다.’라는 글이 있고, 《원사(元

史)》에도 ‘별로 날짜를 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래 역법과 일월의 교식

(交蝕)을 모두 시헌력(時憲曆)의 새로운 역법으로써 고쳐 바로잡았습니다만, 금

루의 시각은 아직도 대통력(大統曆)의 옛날 역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시헌력

에 의한 중성(中星)으로 교정한 바가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

습니다. 때문에 점점 착오가 쌓여 장차 자시(子時)가 해시(亥時)로 되고 해시가 

자시로 되기에 이르 습니다. 본감(本監)으로 하여금 금루의 주시관(奏時官) 등

을 불러 모아서 시헌력의 시각에서 중성으로 추산(推算)하는 기술을 지도하여 

가르치고 교습한 지가 몇 개월이 되어 이미 다 밝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

터 주시관은 반드시 이 법에 의하여 매달마다 시재(試才)하여 그들로 하여금 잊

고서 잘못하여 어긋나게 하는 데에 이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기계(器械) 가

운데 이른바 중성의(中星儀)·간평의(簡平儀)도 만들어 주게 하소서.”

  이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시헌력으로 개력한지 오래 되었으나 당시까지도 하루

의 길이를 100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대통력의 시각 체계를 시헌력의 96각 체계

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역서

에 맞는 의기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시헌력에 의한 시각법 사용을 쉽게 하기 위

하여 중성의와 간평의를 만들도록 주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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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평의의 제작과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남병철(南秉哲 1817-1863)의 『의기집설

(儀器輯說)』 안에 간평의설(簡平儀說)에 나온다. 그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

면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중에 포함된 간평의설 항목에 있는 서양인 웅삼발(熊三拔 

Sabbathinus de Ursis 1575-1620)이 찬술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그 내용에 의하면 간평의의 구조는 천반(天盤)과 지반(地盤)의 두 평판으로 되

어 있다. 지반에는 적도(赤道)와 경위(經緯)를 따라 측정하는 양극선(兩極線), 적도

선(赤道線), 절기선(節氣線), 시각선(時刻線)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내용

에는 간평의를 제작하는 방법, 낮의 절기선을 그리는 법, 낮의 시각선을 그리는 법, 

상반을 만드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태양의 운행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곡선을 그리는 원리와 읽는 방법을 13개 항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그림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간평의와 관련하여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 『천문략(天問略)』이다. 

이 책은 명나라 시대인 1615년에 북경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양마락(陽

瑪諾 Emmanuel Diaz, Junior 1754-1659)이고 주로 천문학적인 물음에 대하여 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처음 부분은 12중천설의 우주론을 제시하고 기

하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지구중심설에 의거한 우주 체계를 설

명하고 필요시에는 기하학적인 도해를 첨부하여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이 서적을 

1631년 정두원(鄭斗遠 1581-?)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다녀올 때 국내에 들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이 책은 남병철의 의기집설에서 참

고한 웅삼발(熊三拔)의 『천문략(天問略)』과 서로 비교하지는 못 했지만 간평의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같다고 추정된다.  

   

그림 1. 양마락의 천문략에 수록된 황도와 적도와 태양의 위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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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마락이 저술한 『천문략(天問略)』은 지구중심적 우주관을 기본으로 황도와 적

도를 설명하면서 24절기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구면 위에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황도 12궁과 24절기와의 상호 관계와 12중천설을 이용한 월식 현상을 여러 종류의  

도해를 통하여 자세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중에 특히 간평의

의 그림과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서구

의 천문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명나라시대 웅명우(熊明遇 1579-1600)가 편찬한 『격치

초(格致草)』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처음에『칙초(則草)』라는 명칭으로 완성 되었

는데 1615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양마락의 『천문략(天問略)』과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다. 격지초는 『천문략(天問略)』에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간평의뿐만 아니라 중요한 49개 별들의 위치를 수거도와 거극도를 수록하였

다.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 24절기와 태양의 위치, 혼천의의 특징,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별시계, 간이 고도 측정기, 점성술적 내용, 기상 현상, 은하수의 배치 등 일

상생활에서 천문과 관련된 내용을 골고루 싣고 있다.

   

그림 2. 양마락의 천문략에 실려 있는 일식 원리와 관측자 중심 방위

  맨 뒷부분에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에 나오는 별들을 중궁, 동

궁, 북궁, 서궁, 남궁 순으로 별자리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과 함께 싣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구남극 근처의 성도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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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관서에 나오는 천구북극 근처의 별자리 중심으로 묘사해 놓은 천문도

3. 간평의의 구조와 사용 방법

  간평의는 해시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간평의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의 덮개부분을 천반(天盤)이라 하고 아래의 부분은 지반(地盤)이라 한다.  그림 4는 

웅명우(熊明遇 1579-1600)가 편찬한 『격치초(格致草)』에 실려 있는 그림을 그대

로 옮긴 것이다. 천반은 다만 중심을 지나는 직선 또는 축만 있다. 지반은 원형 주

위에 0도부터 90도 사이의 고도가 4분면(分面) 별로 표시되어 있다. 중심에는 13개

의 직선이 있는데 이는 계절선이라 한다. 계절선 끝에는 아래위로 24절기의 명칭이 

태양의 적위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직선을 가로 지르는 곡선은 시각선

으로 시간각에 해당한다. 중심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전 

시간에 해당하는 자시(子時)부터 오시(午時)까지 1각(一刻)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오시(午時)부터 해시(亥時)까지 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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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다.  

   

그림 4. 간평의의 천반과 지반에 기록된 눈금과 명칭

  이 간평의는 겉으로만 보면 마치 앙부일구(仰釜日晷)의 시반을 위에서 아래쪽으

로 내려다 본 모습을 하고 있다. 계절선이나 시각선의 모습은 유사하지만 시각선의 

시각 표시나 계절선의 간격이 앙부일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 양마락의『천문략(天問略)』과 웅명우(熊明遇)의『격치초(格致草)』에 나오는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간평의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천문략(天問略)』

에 간평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제목은 낮과 밤의 길이는 북극출지(北極出地) 즉, 

위도에 따른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지방의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까닭은 태양이 뜨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

이 뜨는 장소가 하지날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동지날은 남쪽으로 옮겨간다. 

  북극출지인 위도가 같으면 같은 날의 경우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같은 

위도를 가진 지역이라면 태양의 적도에서 떨어진 정도에 떠라 낮과 밤의 길이가 변

한다. 그림 2와 같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방위가 모두 다

르다. 예를 들어 오(午)의 방위는 지구상 관측자의 위치가 갑(甲), 을(乙), 병(丙) 등

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천정의 위치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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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마락(陽瑪諾)의『천문략(天問略)』에 나오는 간평의의 모습

  관측자가 적도 위에 있게 되면 그림 5의 앞 그림과 같이 지평선에 태양이 절기에 

관계없이 때문에 일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절기에 관계없이 태양이 떠서 

남중하는데 6시간이 걸리고 남중해서 지는데 6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일출 시각은 

절기에 관계없이 묘정초각(卯正初刻)이 되고 일몰 시각은 유정초각(酉正初刻)이 된

다. 지평선 아래 20도 범위에 태양이 있는 경우를 몽롱영(朦朧影)이라 한다. 이 시간

을 현대적 의미로 하면 박명 또는 여명의 의미를 가진다. 이 영향으로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의 낮의 길이가 길어지나 당시로서는 잘 알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적도에서 250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극이 지평선 위로 1도 올라오고 천정의 위

치는 1도 남쪽으로 옮겨간다. 만약 2,500리 북쪽으로 이동하면 북극출지(北極出地), 

남극입지(南極入地), 그리고 천정 위치가 각각 10도가 이동하게 된다. 적도에서 북

극으로 250리 이동할 적마다 적도선이 천정에서 1도의 씩 기울게 된다. 따라서 절

기선도 1도씩 기울어지고 계절선이 지평면과 교차되는 위치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

로 낮과 밤의 길이가 북극출지 값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간평의를 작도할 때 

북극출지 40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천문략(天問略)』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실제적인 예로 북극출지 40도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림 5의 뒤쪽 그림은 간평의의 천반의 위치를 40도로 맞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남극입지와 북극출지는 각각 40도이고 천정 역시 남쪽으로 40도 정도 

이동했다. 지평선과 교차하는 각각의 절기선도 중앙의 위치가 변한다. 하지의 계절

선의 경우 일출 시각이 인정이각(寅正二刻) 4분(四分)이고 낮의 길이는 59각 7분이

다. 하루의 길이가 96각이므로 나머지 36각 8분이 밤의 길이로 가장 짧게 된다. 따

라서 절기선이 지상에 반 이상이 나와 있는 춘분에서 하지를 지나 추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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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다. 동지의 경우는 진초일각(辰初一刻) 11

분(分)이므로 밤의 길이는 59각 7분이고 그 나머지 36각 8분은 낮의 길이로서 1년

간 가장 짧다. 따라서 계절선이 지하에 반 이상이 되는 추분부터 동지를 지나 춘분

에 이르는 기간은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므로 낮과 밤의 길이 변화

는 북극출지와 남극입지에 의해 좌우된다.

  매 절기마다 낮과 밤의 길이를 알고자하면 지평선 위에 있는 시각은 낮의 시간이

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시각은 밤의 시간이 된다. 가령 하지날 계절선이 지평선과 

교차되는 곳의 위치가 인정이각(寅正二刻)일 때 남중하는데 걸리는 시각이 29각 11

분이 다. 그러므로 일출 후 태양 남중은 오정초각(午正初刻)이 되어 일몰은 일출 후 

59각 7분이 된다. 하루 길이에서 낮의 길이를 빼면 밤의 길이가 된다. 각 절기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날의 밤과 낮의 길이는 절기선의 계절선에 나타난 시각을 읽으

면 된다. 그림 5에서 각 절기를 표시한 계절선이 지평선 위에 있으면 낮 시각이고 

지평선 아래에 있으면 밤 시각이 된다. 예를 들어 하지 계절선이 지평선과 서로 교

차하는 지점의 위치가 인정이각(寅正二角)이면 그 위에 있는 전체 시간인 29각 11

분이 지나면 오정초각(午正初刻)이 되고 일몰이 될 때까지 전체 59각 7분이 된다. 

따라서 이 시간이 낮의 길이가 되고 그 나머지 시각이 밤 시간이 된다. 따라서 모

든 절기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일출과 일입 시각은 각각의 계절선이 지평선과 교차

되는 지점의 시각을 읽으면 된다. 각 절기의 몽롱영(朦朧影) 위치의 계절선을 읽으

면 박명(薄明) 이나 황혼(黃昏) 시각이 되거나 여명(黎明) 이나 매상(昧爽) 시각이 

된다. 

  위의 그림 5를 보면 북극출지에 따라 낮과 빔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북극출지가 0도인 적도 지방에서는 절기에 관계없이 모두 천정 중심으로 반은 

지평선 위에 있고 반은 지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반드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게 된

다. 북극출지가 20도인 경우 천정은 남쪽으로 20도 내려가고 계절선이 모두 남쪽

으로 20도 기울게 된다. 그러므로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르게 된다. 만일 적도 위쪽

으로 20도에 있는 사람은 북극출지 20도가 되고 남극은 반드시 20도가 지평선 아

래로 내려간다. 따라서 적도에서 위도가 북으로 20도 떨어진 곳이 있는 사람은 적

도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북쪽 지평선을 20도 더 많이 보게 된다. 반면에 적도 아

래 20도만큼은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날의 경우 적도 위 20도에 낮의 길이가 길게 

되고, 동지날의 경우는 적도 남쪽 20도가 지평면 아래에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같

은 날이라 하더라도 북극출지에 따라 낮의 길이가 달라진다. 

  하지날의 경우 북극출지가 10인 곳에서는 낮의 길이가 2각이 길어지고, 20도인 

곳에서는 5각이 길어지고, 30도인 곳에서는 8각이 길어지고, 40도인 곳에서는 12

각이 길어지고, 50도인 곳에서는 18각이 길어지고, 60도인 곳에서는 26각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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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67도인 곳에서는 48각이 길어진다. 낮의 길이가 48각이 되는 곳에서는 하지

날의 계절선이 지평면과 교차되지 않고 계절선 전체가 지평선 위에 있게 된다. 동

지의 경우는 반대로 계절선 전체가 지평선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하지날의 

경우는 태양의 운행이 지평선 위에서만 일어나가 때문에 낮의 길이가 96각이 되어 

밤 시간이 없다. 반면에 동지날은 태양이 지평면 아래서만 운행하므로 밤의 길이가 

96각이 되어 낮 시각이 없게 된다. 

   

그림 6. 북극지방에서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 비교

  북극출지 70도인 곳에서는 여름철 5개의 절기인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등

은 절기선이 모두 지평선 위에 놓이게 된다. 겨울철 5개 절기인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등의 계절선은 모두 지평선 아래에 놓이게 된다. 북극출지가 70도인 곳

에서는 소만에서 하지, 하지에서 대서에 이르는 60일간은 태양의 운행 경로가 기울

기는 하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60일 동안 계속 낮이 되고 밤이 

없게 된다. 반면에 소설 이후 동지, 동지에서 다음 대한에 이르는 60일간은 태양의 

운행이 지평선 아래에서 기울어지나 지평선 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

은 60일 전체가 밤이 되고 낮이 나타나지 않는다. 

  북극출지가 80도인 경우는 여름의 10개 절기의 계절선이 모두 지평선 위에 놓이

게 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10개의 계절선이 지평선 아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120여일이 된다. 만약 북극출지가 90도이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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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북극(천정) 적도에 위치하게 되고, 적도가 지평선과 일치하게 된다. 이 때 적도 

위에 있는 절기선 전체가 지평선 위에 놓이게 되고, 적도 아래에 있는 절기선 전체

가 지평선 아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각각 지평선 위에 있는 기간과 지평선 아래

에 있는 기간이 반년이 된다. 

  위의 그림 6에서 보듯이 북극에 있는 사람은 천구북극이 지평선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춘분을 지나 하지를 지나고 추분이 될 때까지의 절기는 지평선 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추분을 지나 동지를 지나고 다시 춘분이 될 때까지는 절기선이 지평

선 아래에 놓이게 된다. 춘분이 지나면서 하늘에 나타나는 태양의 운행 경로는 원

을 그리면서 태양의 움직임은 지평선에서 점차로 높아지다가 하지날은 지평선에서 

23.5도에 위치한다. 이후 점차로 낮아지다가 추분날은 태양 운행 경로는 지평선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낮의 길이는 춘분부터 시작하여 하지를 지나 추분날까지 낮

이 된다. 반대로 추분날 이후로 원형의 태양의 운행 경로가 점차로 낮아지다가 동

지날에는 지평선 아래 23.5도가 되었다가 다시 서서히 높아지다가 춘분날이 되면 

지평선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밤의 길이는 추분날에 시작하여 동지를 지나 다음 

춘분날까지 해당한다.

   

그림 7. 중국의 각 지방에 따른 일출, 일입, 밤과 낮의 길이 및 몽롱영 시간

  이러한 간평의(簡平儀)를 이용하여 중국의 각 지역의 일출시각, 일입시각, 밤과 

낮의 길이, 여명 및 박명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계산하여 표로 설명한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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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이다. 내용 설명 중에는 중국에서 가장 북극출지가 낮은 위도가 18도부터 42

도까지 보면 직선거리가 250리가 될 때마다 북극출지가 1도 높아진다. 

  하지날의 경우 낮의 길이는 북극출지가 높을수록 길다. 하지날 중국 광주(廣州)는 

북극출지가 23.5도인데 낮의 길이가 53각 11분이고 밤은 길이는 그 나머지인 42각 

4분이 된다. 남창부(南昌府)는 북극출지가 29도인데 하지날 낮의 길이는 55각 7분

이고 밤의 길이는 40각 8분으로 광동지방과 주야의 길이 차이가 2각 정도 차이가 

난다. 

4. 간평의 작도 방법

  간평의의 지반(地盤)에 그려진 계절선과 시각선은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는 양마

락의『천문략(天問略)』과 웅명우(熊明遇)의『격치초(格致草)』에 자세하게 설명하

고 있지 않다. 다만 간단한 그림만 게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원리가 간단히 나타나 있는 서적이 명(明)나라 때 출간된 『일월성구식(日月星晷

式)』이다. 그러나 저자는 불분명하고 발간된 시기는 명(明)나라 말기인 1622년 이

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胡鐵珠 1998). 이 저서에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계절선을 

그리는 원리가 나와 있다. 

 

그림 8. 『일월성구식(日月星晷式)』에 나오는 시각선과 계절선의 작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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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간평의에 관한 사용 방법과 특징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도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

다. 당시에 『일월성구식(日月星晷式)』과 같은 작도에 관한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간평의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포함한 낮과 밤의 길이가 위도와 절기에 따른 변화

를 현대의 구면천문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cos HA = - tan φ tan δ (1)

단 위의 식 1에서 HA는 태양의 시간각이고, φ는 관측 지방 위도이고, δ는 태양의 

적위 값이다. HA 값은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평선에 대한 태양의 시간각에 해당한

다. 따라서 낮의 길이는 따라서 시간각의 두 배가 된다. 이 식을 이용하면 이미 양

마락의『천문략(天問略)』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

다. 밤과 낮의 길이는 같은 위도를 가진 지방이라면 절기에 따라 태양의 적위 값이 

변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한다. 그리고 같은 절기일이라 하더라도 관측 

지방의 위도에 따라 낮의 길이가 변하게 된다. 위의 관계식을 약간 변형하여 이용

하면 간평의의 계절선과 시각선을 작도할 수 있다.  

5. 조선 후기에 제작된 간평의

  우리나라 조선 후기 1978년에 관상감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간평의가 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그림 9는 현재 민속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것으로 저선 후기 1718년에 제작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간평의는 

각도기 형태의 반원은 천반(天盤)이고 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이 가능하다. 지반

(地盤)인 평면 바닥에 원을 그리고 시각선과 날짜선을 정교하게 그려 넣었다.

  이 간평의에서 지반 중심을 지나고 계절선과 수직하게 연결된 선이 천구적도에 

해당한다. 천반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직선은 지평선에 해당한다. 지평선과 적도와 

이루는 각도가 그 지방의 위도가 되고 계절선이 지평선과 만나는 점이 태양의 출입 

시각이 된다. 이로부터 낮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 간평의의 구조로 보

아 대단히 정교하게 계절선과 시각선을 그려 넣었다. 

  다음으로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간평의가 있다(그림 10). 현재 양평에 

있는 실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는 천반과 지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천반의 

지평선과 지반의 적도 사이의 각도를 아예 한양 근처의 위도로 고정시켜 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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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에 따라서는 위도를 변화시켜 간단한 직선형 자(尺)를 사용하여 천반의 움

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12신법을 중심으로 각 시마다 초각, 1

각, 2각, 및 4각까지 자세하게 세부적인 눈금까지 실어 놓고 있다. 정교하게 작도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림 9. 조선 후기 1718년 제작한 간평의의 모습

   

그림 10. 조선 후기 19세기에 제작한 간평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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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서양의 영향에 의해서 제작된 간평의의 역사

와 구조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조선시대 정교하게 만든 간평의의 모습과 

간단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작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시대의 서양 천

문학 지식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미 당시에 서양의 투영법이나 태양 운행과 

관련한 작도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양 천문학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간평의의 제작은 당시 시헌력을 사용하면서 정기법을 이용한 태양의 일출 

및 일입 시각을 절기와 관측 지방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기본적 자료를 사용

했을 것이다. 당시의 책력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출과 일몰 시각을 비롯

하여 낮의 길이 변화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단한 기기를 이용하여 절

기에 따른 각 지방의 일출과 일몰 시각 결정과 밤과 낮의 길이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역산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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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유학자(儒學者)들이 사용한 
혼천의(渾天儀) 작동모델 복원(復元)

이 용 삼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충북대학교 천문대, 소남천문학사연구소

1. 서 론

  혼천의(渾天儀, 渾儀, 璇璣玉衡)는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천체의 위치

를 측정하는 천문의기(天文儀器)로서 시간과 절후(절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천문시계

의 기능이 있다. 혼천의는 혼천설(渾天說)을 구상한 모형으로 관측자를 중심으로 천

구(天球)를 둥굴게 감싸고 있다. 혼천의 모습은 겉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구조

는  천구 상에서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지평좌표계(地坪座標系)와 적도좌표계(赤道

座標系) 황도좌표계(黃道座標系)의 세 가지 좌표계를 하나의 중심으로 층층히 되어있

다. 혼천의의 회전축(回轉軸)은 현대 천문학의 적도좌표와 같은 구조로 천(天)의 북극

축(北極軸)의 방향과 일치한다. 관측값은 적도좌표계의 입수도(현대의 적경)와 거극도

(현대 적위)를 측정하는데 그 기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천구(天球)상의 천체의 운

행을 관측하고 이해하는데 편리함이 있다. 혼천의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3층의 

각종 환(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층은 육합의(六合儀)가 있고 가운데 층은 삼신

의(三辰儀)가 있으며 안쪽 층에는 사유의(四遊儀)로 구성되어 있다.   

  혼천의는 조선의 대표적인 천문기기면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훌륭한 전

통과학 기기이다. 또한 혼천의는 천상(天象)을 관측하는 의기(儀器)일 뿐만아니라 왕

권을 상징하며 왕도정치사상을 구상화한 상징적인 도구로서 왕조의 유교적 정치이념

을 구상한 의기(儀器)이다.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제왕의 권리와 의무로 여겼던 조선

의 역대 왕들은 다양한 형태의 혼천의와 혼천시계를 제작하였지만 거의 다 사라져 버

렸다. 다행히 조선(朝鮮)의 명망(名望) 높은 유학자들 가운데는 제각기 혼천의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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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퇴계 이황(李滉, 1501-1570),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1607 - 1689),  괴

담(槐潭) 배상열(裵相說, 1759~1789),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이 사용한 혼천의

는 일부 부품이나 혹은 훼손된 상태의 유물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다.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초야(草野)에 묻혀 천문(天文)을 살폈음을 알 수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로 선비들이 필독하는 『書經』에는 순(舜) 임금이‘선기옥형(璇璣玉衡, 혼천의)’을 

만들어 해와 달, 오행성(五行星)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 혼천의로 천문을 관측하는 것

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道’ 가운데 하나로 ‘自然의 道’를 담고 있으며 ‘宇宙와 하나되

는 ’天人合一‘이 목표였던 유학자(儒學者)들에게 일월오행성(日月五行星)들의 출몰(出

沒) 등 천문을 익히는 것은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격물(格物)을 탐구하는 것이다. 

  유학자들이 천상의 관찰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유학의 가장 기본 되는 원리인 모

든 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특히  나라를 통치하던 그 당

시의 왕이나 여러 관료들이 그 하늘의 절대자의 의지를 받아서 그 의지를 백성에서 

펴는 것은 당시  유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학의 근

본 원리 중의 하나가 그 경천근민(敬天勤民), 즉 백성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살피

는 그러한 것이 바탕으로 하늘에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

본적인 상식과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기구로서 혼천의는 유학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

에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제작되었던 혼천이들 가운데 현존하는 몇 개마저도 유물의 보존 

상태가 부실하며 부품들이 파손되고 각종 환(環)들은 제자리에 결합되지 못한 채 훼

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퇴계(退溪), 우암(尤庵), 괴담(槐潭)의 훼손

된 혼천의 유물의 부품을 실측하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유불들의 원형 모습을 다

시 살려 그 구조와 기능을 충족하는 복원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복원 설계도를 작도하

고 퇴계와 우암의 훼손된 혼천의를 복원하였다. 

2.  혼천의 유물의 학술조사

  유학자들의 혼천의 복원을 위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전시관을 방문하여 실측을 

통한 학술조사를 수행하였다. 유물을 살펴보고 훼손된 부분들을 분석하여 혼천의 

유물의 규격과 구조를 추정하였다. 

 

2.1. 퇴계(退溪) 이황(李滉) 혼천의

  퇴계 이황(1501 - 1570)의 혼천의는 그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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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옥진각(玉振閣)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진열장 속에는 

그림 1과 같은 훼손된 혼상이 있고 설명문은 혼천의의 명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

었으나 혼상과 함께 혼천의의 부품으로 보이는 몇 개의 환이 전시되어 있다. 이 혼

상은 조선의 혼상 유물 가운데 유일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혼천의로 설명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혼천의'는 혼상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혼천의 부품인 환의 일부부품 뿐

이며, 이 부품만으로는 그 형태와 구조를 추정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림 1. 도산서원의 혼상과 혼천의 부품의 유물

                 

2.2. 괴담(槐潭) 배상열(裵相說) 혼천의

  괴담 배상열(1759~1789)은 1774년 도산서원을 알현(謁見)한 후 퇴계 이황의 선

기(璿璣)와 옥형(玉衡)을 관찰하고는 그대로 선기옥형(혼천의)을 만들었다1). 배상열

은 31세에 요절한 성리학자 이며, 천문(天文) ․지리(地理) ․ 율려(律呂)등에서 일가견

을 이룬 역학자(易學者)이다. 

  괴담의 혼천의 유물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평 2리 유록(呦鹿), 흥해배씨(興

海裵氏) 괴담종택(槐潭宗宅) 녹동리사(鹿洞里社)에 보관해 오다 현재 한국국학진흥

원 유교문화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필자는 1998년 8월 10일 녹동리사(鹿洞里社)

를 방문하여 1차 실측조사를 한바 있으나 수집한 자료는 분실되고 당시 찍은 2장

의 사진만 남아있다(그림 2). 이 사진을 보면 혼천의를 받치는 지평환과 4개의 용

주(龍柱)와 십자받침 등이 잘 조립되어 있으나 천경쌍환(天經雙環)을 받쳐주는 오운

주(鰲雲柱)는 유실된 상태여서 지평환의 자오(子午) 방향을 따라 묶여져 있다. 그 

외의 각종 환들은 제각기 흩어져 일부 훼손된 상태로 뒤섞여 있다. 

1) 매일신문(1981), 嶺南學脈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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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녹동리사(鹿洞里社)의  괴담 혼천의의 1차 실측조사 사진

  그 후 2006년 4월 26일 한국국학진흥원전시실에서 2차 실측조사를 수행하여 유

물을 촬영하고 각 부품들을 측정하였다. 유물을 살피던 중 십자(十字)받침의 밑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곳에 붓으로 잘 쓰여 진 23자(字)의 글씨를 발견한 바 있다. 그 

후 2007년 2월 12일 3차 사진촬영과 실측을 수행하였다. 

  괴담의 혼천의를 실측 조사한 결과 이 혼천의는 모두 목재로 제작되어 있다. 혼

천의의 구조와 유물 상태를 살펴보면 기본 구동축(驅動軸)이 되는 극축(極軸)부분과 

규형(窺衡)과 혼천의 중심을 받쳐주는 오운주 등의 부품이 유실되고 일부만 부러진 

상태로 남아있고 각종 환들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일부 유실되어 각 부품들

이 제 위치에 조립되지 못하고 위쪽으로 하나의 다발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다(그림 

3 참고). 

  이 유물의 현존하는 부품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혼천의 구조와 같이 육합의(六

合儀), 삼신의(三辰儀), 사유의(四遊儀), 저좌(底座)로 구성되어 있다. 육합의에 지평

환, 천경흑쌍환(天經黑雙環), 천위적단환(天緯赤單環)이 있고, 삼신의에는 삼신쌍환

(三辰雙環), 적도단환(赤道單環), 황도단환(黃道單環)이 있으며 사유의에 사유환(四

遊環)과 직거(直距,極軸)와 규형(窺衡)이 있다. 또 저좌(底座)에는 4기둥과 십자받침

이 있다. 삼신흑쌍환은 부러진 극축(極軸)과 연결 관(管, 메탈) 장치가 실에 매여 있

다. 특히 적도단환을 살펴보면 환의 폭이 넓으며 적도환 내부 면에 한지를 붙여 표

기한 28수의 별자리 그림은 다른 혼천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3은 괴담 혼천의 유물의 모습이다. 실측한 각 부품의 규격의 칫수와 특징은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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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흑쌍환과 부러진 극축과 연결 관

    삼신흑쌍환, 적도단환, 황도단환

 

           지평환(地坪環)의 측면에 24 방위의 표기가 희미하게 보인다. 

   적도환(赤道環)의 28수(宿), (軫宿)(翼宿)(張宿)(星宿) (柳宿)(鬼宿)(井宿)(參宿)(觜宿)

   적도환(赤道環)의 28수(宿),   (柳宿)(鬼宿)(井宿)(參宿)    (女宿)(牛宿 )(斗宿)(箕宿)

그림 3. 괴담 혼천의 유물의 모습. 적도환에 28수의 명칭과 별자리가 보인다.

  십자받침의 밑에는 23자 명문이 있으며 이 글자를 알기 쉽게 띄어서 배열해 보

면, ‘己亥草 乙巳重 而材惡手庸 猶未精 復當俟善手良材 更造’로 볼 수 있다. 이 글자

들의 해석을 표로 만들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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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문 해  석 원 문 해  석

 己亥 1779년 未精 정 하지 못하다

 草 처음 復 다시

 乙巳 1785년 當 마땅히

 重 거듭 俟 기다리다

 而 그러나 善手 뛰어난 솜씨

 材惡 재질이 좋지 못하다 良材 좋은 재목

 手庸 솜씨가 용렬하다 更造 고쳐서 만들다

 猶 오히려

표 1.  십자받침의 밑의  23자 명문(銘文)의 단어들의 해석

  필자와 함께 학술조사에 참여햇던 정진호(鄭辰皓)2)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있다.‘기해년(1779년, 21세)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을사년

(1785년, 27세)에 거듭 손질하였으나, 재질이 좋지 못하고 솜씨가 용렬한 때문에 

정 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마땅히 뛰어난 솜씨와 좋은 재목을 기다려서 다시 고쳐 

만들어야 할 것이다.’

2.3.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혼천의 

  우암 송시열(1607 - 1689)의 혼천의는 그가 정계를 떠나 화양동에 은거하며 제

자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중인 우암 송시열

의 혼천의는 우암의 후손이 보존해오던 것이다(그림 4). 이것을 박물관에 옮기기 전 

이 혼천의의 형태와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1997년 우암의 후손인 송영달3) 

선생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그 후 2007년 청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실측을 수행한바 

있다. 보존 상태를 살펴보면 목재(木材)로 제작된 혼천의의 나무틀은 대략적인 형태

를 실로 묶어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금속 고리 환(環)들은 유실되거나 부식되고 일

부 파손되어 제자리에 결합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기간 땅 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고 현암(玄庵) 송영달 

선생은 언급한 바 있다4).

  그림 4는 우암 송시열의 혼천의 유물 모습과 실측 답사 모습 이다. 목재의 받침

과 금속환으로 제작된 이 혼천의는 대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속 환들은 

부식되고 일부 파손되어 제자리에 결합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목재환으로 제작된 

지평환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24방위(方位)가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방위의 

2) 정진호(鄭辰皓): 2007년  2월 12일 함께 학술조사에 참여한 안동시 향토사학자.

3) 우암의 13대 후손인 송영달 선생, 당시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거주의 자택을 방문 

4) 필자가 1997년 청주의 현암(玄庵) 송영달 선생 자택에 방문했을 때 혼천의를 보여주면서 현암께서 언급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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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에는 정 한 방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2 등분되어 환 둘레 전체가 48등분되어 

있다. 그림 5는 유물의 지평환 모습과 조선 시대 방위표기 방법의 그림이다. 

 

그림 4. 우암 송시열의 혼천의  유물조사와 유물 부품

                 

  금속환으로 제작된 각종 환(環)들은 각기 정확한 눈금들이 각인(刻印)되어 있다. 

목재로 만든 용주(龍柱)의 문양과 조각은 현존하는 혼천의 중에서는 가장 예술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그림 5. 지평환(地坪環)의 유물(좌)과 24 방위 명칭

   이상주(李相周, 2007)5)는 우암의 혼천의는 실제 관측용이 아닌 것으로 그 제자

들에게 서경에 나오는 기형율려(璣衡律呂)를 교육하기 위해 소지하던 학습교재라고 

5) 이상주,  우암 탄신 400주년 기념 국제대회 발표(충북대우암연구소), 「華陽九曲과 그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

적 고찰」200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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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그가 제시한 문헌을 인용하면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으로써 깨

우치기 매우 어렵다. 만약 제도를 만든 이유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즉 알기가 어렵

지 않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의 발표 가운데 우암 혼천의는 이민철(李敏哲, 

1631 ~1715)이 제작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민철은 현종 10년(1669) 수격

식 혼천의를 제작한바 있는 당대 최고의 혼천의 전문가였으며 혼천시계를 제작하게 

된 동기 중에는 현종 10년(1669)에 송준길(宋浚吉)이 흠경각(欽敬閣)의 옛 제도를 

복구하기를 주청함으로 시작되어 이민철로 하여금 채침(蔡沈)의『서경』「순전주」

에 의거하여 구리를 부어 혼천의를 제작하게 되었다.6) 

  

그림 6. 훼손된 우암혼천의 유물 부품

6)『增補文獻備考』「象緯考」卷 3:2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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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은 천문의기(天文儀器)나 천문역법(天文曆法) 등 과학탐구에 해박했다. 숙종8

면(1682년) 우암은 ‘천서세동(天西歲東)'의 세차법(歲差法)을 매일 매일의 태양과 

하늘의 운행차이로 오해라고 알고 있던 지촌(芝村) 이희조(李喜朝, 655∼1724)에게 

그 원리를 설명하한 기록이 있다7). 아울러 선기옥형(璿璣玉衡, 혼천의)의 제도를 분

명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그에게 이민철이 제작한 선기옥형을 가지고 세세한 설명을 

주었다8).  우암이 영부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1680년(숙종6) 경연석상에 참가한 

숙종에게 일식의이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9). 우암은 숙종 재임시 

이민철의 혼천시계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바가 있다. 이 유물은 극축(極軸)과 삼신

흑쌍환(三辰黑雙環), 사유쌍환(四遊雙環) 등 각종 환들의 연결 장치의 유물은 회전할

수 있도록 천경흑쌍환(天徑黑雙環)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극축(極軸)과 직거(直

距)10)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극축에 조립되어야 하는 삼신의의 삼신환은 깨어져 

유실되었으나 천경환과 사유쌍환(四遊雙環) 사이에 삼신환이 쌍환으로 조립되었던 

이음매에는 이 환의 수mm 정도의 일부로 보이는 조각이 남아 있다. 극축은 직거

(直距)를 중심으로 남북 양단으로 대칭적으로 뻗어 있는데 한쪽 끝은 길고 뾰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6의 그림 속에 가운데 그림의 극축의 끝을 보면 뾰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조립하였던 부분 같이 보인다. 아마도 목재 손잡이 같은 것을 꼽

을 수 있도록 가공한 듯하다. 극축(極軸)의 경사각은 북극고도(즉 관측자의 위도 

값)에 해당 하도록 기울어져야 하는데, 유물은 상하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그림에

서 직거(直距)와 연결된 사유의(四遊義)는 가장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

의 뒤틀림이 없는 사유쌍환 속에 직거가 설치되어 있다. 사각의 직거 내부 사이에 

설치되었던 규형(窺衡 또는 望筒)은 유실된 상태이다.

   현재 혼천의 유물의 저좌 부분은  목재로 된 4개의 기둥의 용주와 오운주(鰲雲

柱)와 십자받침이 있고 모두 제 위치에 조립되어 있다. 오운주는 혼천의 십자받침 

중심에서 천경흑쌍환(天徑黑雙環)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둥이다. 4개의 용주의 머리

위로 용의 두 팔은  간(艮), 손(巽), 곤(坤), 건(乾) 방향에서 지평환에 수직으로 조

립되어 있는데 높이는 251mm 정도이다. 이 용주들은 그 형태가 용(龍)의 형상으로 

용의 머리부터 발과 비늘의 문양까지 조각하고 채색한 것으로 예술성이 탁월한 목

공예품으로서 독특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단 부분은 십자받침의 둥근 홈이 오운주(鰲雲柱)를 조립할 수 있도록 십자받 

침에 뚫려있다. 4개의 용주가 십자받침 밑으로 9.7mm의 둥근 홈이 바닥까지 뚫어

 7) 「尤庵先生語錄」,『芝村集』卷30, 29(70책, 609쪽)

 8) 「語錄(李喜朝)」,『宋子大全』附錄卷14,41-42(115책,494)

 9) 「經筵錄」,『滄溪集』권18,17ㄱ-ㄴ(159책,411)

10) 극축에 천경흑상환과 사유환이 고정되어 있고 극축 중심 부분에 있는 직거의 사각 안에 규형은 유실된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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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조립되었기 때문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

다. 특히 유물 조사 중 십자받침 밑을 살펴보았으나 이 혼천의는 제작과 관련된 명

문(銘文)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3. 혼천의 복원설계와 복원 

 

퇴계 혼천의, 괘담 혼천의, 우암 혼천의의 실측한 각 부분의 치수와 각 환들의 치수

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기본 설계도를 작도하였고, 퇴계와 우암의 혼천의는 자동모

델을 복원하였다. 표 2는 유학자 퇴계, 괴담, 우암의 민간 혼천의 유물과 송이영(宋

以穎) 혼천의 유물의 규격과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송이영의 혼천의는 현종 5년

(1669년)에 제작한 국보 제230호 혼천시계의 혼천의(일만원권 그림)이며, 국가기관

에서 제작하였던 대표적인 혼천의 유물이다. 이 유물의 크기가 민간 혼천의와 비슷

한 규모로서 조선의 혼천의 유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3.1. 퇴계(退溪) 이황(李滉) 혼천의 복원

  퇴계 혼천의의 유물은 일부 목재 부품 중에 10여종의 각종 환(環)들과 북극 축의 

끝단을 마무리하는 조립용 부품이 분해되어 있을 뿐이고 원형의 형태를 알 수 없도

록 십자 받침대와 용주는 유실된 상태이다. 이 혼천의 구조와 형태는 알 길이 없었

으나 18세기 도산서원에 갔던 괴담 배상열이 이 혼천의를 보고 제작하였다는 기록

을 근거로 괴담의 혼천의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괴담 혼천의의 십자 받침대와 용주는 혼천의의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그 

형태가 잘 보존하고 있다. 이를 실측하여 퇴계유물의 각종 환들의 실측값을 통해 

규격의 치수를 추정하여 설계와 복원에 참고하였다. 표 2의 괴담 혼천의의 규격은 

이 값이다. 그림 7은 퇴계 혼천의의 복원설계도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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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환(環)

퇴계 이황11)   괴담 배상열   우암 송시열  송이영(국보 230호)12)

외경
(폭)
두께
[mm]

외경
(폭)
두께
[mm]

특 징
(재질: 목재)

외경
(폭)
두께
[mm]

특 징
(목재+금속)

외경
(폭)
두께
[mm]

특 징
(목재+금속)

육합의

(六合義)

천경흑쌍환

(天經黑雙環)

398

(13)

3

절단상

태

(15.1)

소나무,흑색,  음

각의 주천도 눈금

10칸 씩이며 길이

40mm,8.6mm

440

(32)

3.7mm 간격으로 

양환의 외면에 눈

금이 있다

390

(14)

황동3 

목재18

북극 출지: 

약 37.5도

천위적단환

(天緯赤單環)

398

(13)

3

397

(30.5)

주천도눈금폭:12 

가운데 선: 2mm 

           

440

(22.5)

천경쌍환과 같은 

간격으로 눈금이 

있다.

400

(14)

3

단환, 적색 남북 

양면내측에 360

도 눈금

지평환

(地平環)

392

(13)

10 

509

(17.4)

대나무, 흑색 지평

환의 외측면 으로 

24방위가  표시되 

있고, 재질은 대나

무.

460

(22)

금속:2

목재:35

지평환의 외측에 

24 방위가 새겨져 

있고, 각 방위는 

내측에서 2등분 

되어 환 둘레 전 

체가 48등분 됨.

413

(2)

금속3

목재18 

단환, 흑색,

윗면 24방위 표기, 

묘유방향에 24기

삼신의

(三辰義)

삼신흑쌍환

(三辰黑雙環)

318

(13)

3

441

(14.7)

대나무, 흑색 눈금

폭: 7.0→10.5 

메탈의 지름: 21.1 

극축의 내경: 9.2 

쌍환 간격: 3

3 8 0 로 

추정

유 실 350

(15)

금속 4 

목재17

쌍환, 흑색

적도단환

(赤道單環)

318

(13)

3

(30.5) 소나무(흐린적색)

눈금폭: 17.6mm

28수 명칭과 별자

리

380

(11.3)

1.5

금속재료 외측에  

주천도(365도+1/

4도) 

350

(13)

3

단환,적색칠,북면 

24기, 북면28수, 

남북 양면 외측에 

주천도(365도+1/

4)

황도단환

(黃道單環)

318

(13)

3

(29.6) 소나무(황색)

눈금 폭:10.0 mm

24기(節氣) 표기

가 없이 주천도 

눈금만 있음

380

(11.5)

2

금속재료

교각 23.5도

외측에 주천도 

(365도+1/4도)

360

(15)

3

단환, 황색칠, 

적도 교각 23.5

도, 북면에 24기, 

남면 28수, 남북

양면 외측에 주천

도 365+1/4도 

노끈으로 태양을 

잡아당겨 1일 1

도 견인 장치

백도단환

(백道單環)

없 음 (23)

3.2

소나무(백색)

눈금과 표기 없음 

없 음 302

(15)

3

단환,백색, 황도

교각 5도, 북면 

12궁, 27개 핀 

균등배열

사유의

(四遊義)

사유쌍환

(四遊雙環)

250

(13)

3

367 틱마크 6.5mm에

서 틱마크 분리 →

눈금은 각인

275

(21.2)

2

외면에 2.4mm 

간격으로 눈금이 

있어 주천도수를 

나타낸다.

지름:   

85mm

사유의(四遊義)를 

지구의(地球儀)로 

대체하여 설치

직거

(直距)

180

(20)

7

유 실 철재로 제작,

규형(窺衡)은 

유실

지구의(地球儀)로 

대체

용주

(龍柱)

용주(龍柱) 높이:

286

높이: 

370

상 다리와 같은 목

재 어룡 조각 

높이: 

251

정교한 용 조각 목재 어룡(魚龍) 

조각

오운주

(鰲雲柱)

높이:

103

유 실 높이:  

76

2단의 둥근 

목형 조각 

청동의 자라, 구

름무늬, 구슬장식

십자(十字)

받침

430 길이: 

568

받침 밑에 제작 

관련 명 기록

길이: 

514

폭:40, 두께:30 바닥이☒형태로 

혼천시계 몸체와 

연결

표 2. 퇴계, 괴담, 우암 혼천의와 송이영 혼천의 유물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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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퇴계의 혼천의 복원설계도 일부

    

  작도한 복원설계도를 사용하여 복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8은 복원제작과정의 모

습이고, 그림 9는 복원한 혼천의 모습이며 혼천의 구조와 각 부품들의 명칭을 표기

하였다.

그림 8. 퇴계의 혼천의 복원제작 과정의 모습

11) 이황 혼천의 부품을 측정한후, 이황 혼천의를 살펴보고 만든 괴담 혼천의를 참고하여 추정한 값  

12) 김상혁, 2007, 『송이영의 혼천시계의 작동메카니즘』, 박사학위논문 준비본, 중앙대학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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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복원한  퇴계의 혼천의(각 부품 명칭을 표기함)

3.2. 괴담(槐潭) 배상열(裵相說) 혼천의 복원설계

  앞에서 살펴본 괴담 배상열 혼천의의 실측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복원에 필요한 

구조도와 복원설계도(復元設計圖)를 완성하였다. 그림 10(우측)은 괴담 배상열의 혼

천의의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작도(作圖)한 입체도이며 이 그림에 각 부품들의 명칭

을 표기하였다.  

그림 10. 괴담 혼천의 유물과 구조도와의 비교

   

  그림 11은 복원설계도의 일부이며, 앞으로 괴담 혼천의 유물의 작동모델을 새롭

게 복원하기위한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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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龍柱)와 십자(十字)받침 극축과 각종 고리 환(環)의 조립

 

극축(極軸)과 각종 고리 환(環)조립 메탈(管)

 

직거(直距)와 규형(窺衡)

그림 11. 괴담 혼천의 복원 설계도 일부

3.3.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혼천의 작동모델 복원

  현존하는 우암 혼천의(渾天儀) 유물(遺物)의 분석과 복원설계도를 사용하여 유물

과 동일한 규격으로 작동모델을 복원하였다. 각 부품들의 복원제작 과정과  복원 

제작한 혼천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혼천의 지평환과 용주와 오운주는 유물과 동일

한 형태로 조각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각종이 각종 환(環)들은 내면(內面)이나 외

면(外面)에는 눈금이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어 어떤 표기(表記)도 남아있지 않은 상

태이지만 적도환의 28수(宿)와 황도단환 24기(氣, 節氣) 표기는 혼천의의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청동으로 제작한 환의 표면에 눈금과 필요한 글자를 그

림 12아 같이 부식하였다.  

  적도단환에 표기(表記)되는 28수(宿)의 명칭의 별자리의 순서는 적도환의 바깥 

면을 볼 때 남쪽에서 혼천의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먼저 뜬 별일수록 서쪽으로 가고 새로 뜨려는 별들은 동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다. 벽수(壁宿)부터 배열을 살펴보면,  

벽수(壁宿) → 실수(室宿) → 위수(危宿) → 허수(虛宿) → 여수(女宿) →  

우수(牛宿) → 두수(斗宿) → 기수(箕宿) → 미수(尾宿) → 심수(心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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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房宿) → 저수(氐宿) → 항수(亢宿) → 각수(角宿) → 진수(軫宿) → 

익수(翼宿) → 장수(張宿) → 성수(星宿) → 류수(柳宿) → 귀수(鬼宿) → 

정수(井宿) → 삼수(參宿) → 자수(觜宿) → 필수(畢宿) → 묘수(昴宿) → 

위수(胃宿) → 루수(婁宿) → 규수(奎宿)

가 된다. 이상 28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적도수도(赤道宿度)의 간격은 일치하지 않

으나 28개의 적도수도를 모두 합치면 365⅟4도가 된다.  

  황도단환은 적도 단환보다 24도(현행 23.5도) 기울어져 있으며 1년 동안 태양이 

천구(天球)상에서 운행하는 길이다. 적도단환에 28 수(宿)가 표기되어 있듯이 황도

단환에는 태양의 1년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24등분하여  24기(氣, 節氣)를 표기하

였다. 혼천의를 바깥쪽에서 볼 때 황도환 똥쪽인 우측에서 서쪽인 좌측으로 황도환 

외면(外面)에 배열되어 있는 24기의 표기 순서는 동지점에서부터    

冬至 → 小寒 → 大寒 → 立春 → 雨水 → 驚蟄 → 春分 → 淸明 → 

穀雨 → 立夏 → 小滿 → 芒種 → 夏至 → 小署 → 大暑 → 立秋 → 

處暑 → 白露 → 秋分 → 寒露 → 霜降 → 小雪 → 大雪

이다. 그림 12에서 복원한 적도단환과 황도단환에 표기한 28수(宿)와 24기(氣)를 

볼 수 있다. 

  

  

그림 12. 복원한 적도단환(赤道單環)과 황도단환(黃道單環) 복원 제작



42  이용삼

 

 극축(極軸) 회전용 손잡이 복원

 

 

 유

 물 

 복

 원

 복 

 원 

그림 13. 복원한 극축(極軸)과 회전 손잡이의 복원 제작

  극축으로 사용한 유물을 살펴 보면 직거(直距)를 중심으로 남 북 양단으로 대칭

적으로 뻗어 있는데 용도를 알 수 없으나 한쪽 끝이 길고 뾰족한 형태가 있다. 아

마도 어떤 부품을 조립하거나 연결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이 극축의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천의의 각종 환들을 하늘의 일주운동을 따라 회전시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 회전을 위해 혼천시계와 같이 별도의 구동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

었는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에도 별도의 기계장치가 연결됐을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 혼천의 유물의 구조로는 혼천의 바닥이나 옆이나 또는 북

극 방향으로 연결될 장치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혼천의는 주 용도는 관측 보다는 

천문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쉽게 회전축인 극

축을 회전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극축의 밑에 쪽(남극 방향)에 손잡이를 부

착해 쉽게 손으로 회전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공구나 농기구의 손잡이

들을 조립하기위해서는 공구의 끝을 뾰족하게 대장간에서 다듬는 것과 같은 것이

다. 실제 호미나 낫의 끌의 손잡이를 조립할 때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극축의 

제작 과정에서 극축(極軸)의 회전 손잡이를 제작하여 그림 13과 같이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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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극축(南極軸)의 회전 손잡이는 종래 어떤  혼천의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부품들을 제작하여 우암 혼천의 작동 모델을 복원하고 그

림 14에 각 부품의 명칭을 표기한 구조도와 함께 복원모습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우암 혼천의 작동 모델과 부품의 명칭을 표기한 구조도

     

4. 맺는말

  조선의 유학자들은 개인적으로 혼천의를 제작하여 격물(格物)을 탐구하는 교육용 

도구로서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유학자들의 혼천의 유물들은 훼손되

고 보존상태가 좋지않아서 그 기능이 작동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도 현존하는 귀

중한 유물들이다.

    도산서원의 퇴계 혼천의는 그의 제자 간재(艮齋) 이덕홍(李德弘, 1541―1596)

이 제작한 것으로 「퇴계선생언행록」13)의 기록에는 “선생께서 재생들에게 투호(投

壺)놀이14)를 시켜 그 덕성을 보고 덕홍에게 명하여 선기옥형(혼천의)을 만들어 천

상을 관찰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재 이덕홍은 퇴계의 제자 중 가장 인품

과 능력이 뛰어난 유학자였다. 퇴계는 제자 중에서 가장 덕 있는 사람을 투호놀이

로 선택하여 천문기구를 만들게 함으로서 천문의기 제작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소중한 혼천이 유물은 불과 부품 몇 개 일뿐이

13) 김성일(金誠一, 1538-1593)의 『학봉선생문집(鶴峯先生文集)』 속집(續集) 券 5

14) 이재곤(2006), 퇴계의 하늘, 혼천의(안동 MBC 창사36주년 특집 다큐멘더리), 투호놀이는 유학을 공부하느 

사람들이 활쏘기 대신에 정신 수양을 위해 병에 화살을 던져 들어가게하는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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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구조와 형태를 알 수가 없었지만  다행이 괴담 배상열의 혼천의 유물을 통해

서 복원을 수행할 수있었다. 이것은 도산서원의 퇴계의 혼천의를 보고 이를 직접 

제작한 괴담 배상열의 혼천의 유물을 조사하게 되어 그 구조를 추정함으로써 퇴계 

혼천의의 복원을 위한 기초 설계를 수행하여 작동 모델의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조선의 혼천의 유물 중에 앞에서 살펴본 혼천의들은 민간 혼천의를 대

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인 관상감(觀象監)에서 제작하여 홍문

관(弘文館)에 설치하였던 국보 제230호 송이영(宋以穎)의 혼천시계의 혼천의는 조

선의 가장 대표적인 혼천의의 유물이다. 괴담과 우암의 민간 혼천의 유물과 송이영

의 혼천의의 유물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한 표 2를 통해 상호 비교하여 각 혼

천의의 독특한 면모를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유학자들의 혼천의는 민간 혼천의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인 관상감(觀象監)에서 제작하여 홍문관(弘文館)에 설치하였던 국보 

제230호 송이영(宋以穎)의 혼천시계의 혼천의는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혼천의의 유

물이다. 퇴계와 괴담과 우암의 민간 혼천의 유물과 송이영의 혼천의의 유물을 분석

한 각 특징을 표 2에 제시하여 상호 비교하여 각각의 독특한 면모를 알 수 있었다.

  괴담 혼천의는 규모에 있어서 네 개의 혼천의 중 가장 큰 것이며, 유물의 재질도 

다른 어떤 혼천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목재를 사용하였다. 각종 환들의 주천도

(周天度)의 눈금도 10칸씩 10도 단위로 큰 눈금을 표시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각종 환들의 기능과 명칭에 따라 색채

와 연관된 색이나 재질을 사용하고 민간 혼천의에서는 볼 수 없는 백도환이 포함되

어 있다. 괴담 혼천의는 비록 일부 부품이 유실되고 훼손된 상태지만 전통적인『서

전(書傳)』의 선기옥형도(璇璣玉衡圖)에서 볼 수 있는 혼천의의 모든 부품을 갖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혼천의에서 볼 수 없었던 적도단

환에 28수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독특한 것이다. 28수 명칭과 해당하는 별자리 

그림은 관측을 수행하거나 실내에서 천문을 가르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독특한 것으로 동아시아의 혼천의 유물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또한 괴담 혼천의의 학술 조사과정에서 목재 십자받침 바닥에 제작년도와 제작자와 

제작경위 등을 직접 알 수 있는 명문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이 기록은 다른 혼천의

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우암 혼천의 유물은 일부 파손되어 제자리에 결합되지 못한 체 일부 부품마저 유

실된 것도 있지만, 그 구조가 목재로 제작된 혼천의의 나무틀에 금속으로 제작된 

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혼천의다. 목재환으로 제작된 지평환위을 견고하게 

덮은 금속 환에는 24방위와 눈금이 새겨져 있다. 금속환으로 제작된 각종 환(環)들

은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각기 정확한 눈금들이 각인(刻印)되어 있다. 목재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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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용주(龍柱)의 문양과 조각은 현존하는 혼천의 중에서는 예술성이 돋보이는 것으

로 높이 평가된다. 극축의 제작 과정에서 극축(極軸)의 회전 손잡이를 제작하여  복

원함으로 환들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않아도 회전축을 원활이 구동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종래 혼천의 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암의 혼

천의는 당시 최고의 혼천의 제작자인 이민철이 만든 현존하는 유일의 유물로서 조

선의 대표적인 천문유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혼천의는 과학적이

면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소중하고 훌륭한 조선의 전통과학 기기이다.

  훼손된 유학자의 혼천의들의 작동 모델의 복원은 우리의 선조들이 보았던 하늘과 

자연 현상의 원리를 탐구하려는 명망 높은 대학자들의 자연과학사상과 우주관은 물

론 이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추구했던 덕치(德治) 사상을 구현시키려하는 그들의 정

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또한 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각 지

역에서는 전통과학의 상징물로서도 의미 있는 것이다. 창조성이 높이 평가되는 우

리의 전통적인 과학기술 유산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

만, 작동 모델을 재현함으로서 이제 다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과학 정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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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첨성대

박 창 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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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천체의 위치 

시각 측정

육안 천변 

관측

규표. 측경대 하늘에 제사. 

靈星壇

불교상징물 

(수미산)

천문수학 

상징물 

(주비산경)

토착신앙(우물),

정치상징물

지

지

자

和田雄治17,

홍이섭 44, 

Needham59, 

(전상운64),

남천우74,  

박흥수73,   

 송민구81

Rufus36,

(전상운64), 

홍사준63, 

유경로73,

(김용운77), 

김기협81, 

이은성81, 

송민구81, 

나일성81, 

민영규81, 

신영훈81, 

이동식81, 

김재관81, 

(이기동81),  

(이용범93),

(박성래93), 

박창범02, 

구만옥03, 

이문규04

전상운64 박성래80, 

박성환81, 

신영훈81, 

송민구81, 

이기동81

이용범74, 

송민구81, 

이기동81, 

(민영규81)

김용운74, 

박성환81

조세환98, 

김기흥00, 

김영주07

근

거

1

명칭 명칭 건물 내외관 천제풍습 건물 형태 건물 수치 건물 위치, 

형태

근

거

2

건물 수치 

구조

건물 수치 

구조. 후대 

문헌

몸통 내부 

공간 관측에 

부적합

천문대 구조 

규모 위치가 

불편, 부적합

천문대 구조 

규모 위치가 

불편, 부적합

천문대 구조 

규모 위치가 

불편, 부적합

건물 31단

반

증

儀機 고정臺 

부재. 정  

관측 기록 

없음

출입 불편 정남향 아님. 

그림자 측정 

석대 없음. 

문헌근거 

없음

제단으로서 

너무 높고 

협소. 

문헌근거 

없음

출입구 존재 

및 사용. 

문헌 근거 

없음

출입구 존재 

및 사용. 

방위 불일치. 

문헌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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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 두 기가 있다. 첨성대 상부 정자부의 면적이 7.7m2 정도인 데에 비해서4), 개

성 천문대는 9m2, 현대사옥 앞의 관천대는 6.7m2, 창경궁 관천대는 5.5m2이어서 

첨성대의 관측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첨성대의 관측 공간은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경복궁 대간의대(60m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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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된 조선 관천대 

  
그림 4. 숙종14년(1688)에 세워진 창경궁 안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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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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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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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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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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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히 살펴보면 기록된 모든 천문현상이 천문의기를 사

용한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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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히 측정해야할 

필요가 없는 육안 관측이었다고 보인다.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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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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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지평일구와 적도경위의

이 은 희

한국기술사연구소

1. 요 약

   
  조선은 효종 4년(1653) 서양식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하면서 과학의 대 변

혁기를 맞이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재래의 전통과학이 시헌력의 도입 

이후, 모든 법과 제도가 서양의 과학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시헌력은 역 계산의 기본이 되는 각도법(角度法)과 시제(時制)가 재래의 역법과 근본

적으로 달랐고, 따라서 관측하는 기기와 시간의 운용체제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

서 조선에서는 이들을 정비하고 수용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연유로 원주를 

365도 1/4로 하고 12시 100각법을 쓰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원주를 360도로 하고 

12시 96각법을 따르는 새로운 제도의 의기들이 제작되었다. 이때 새로이 제작된 의

기가 바로 한양의 북극고도(北極高度, 즉 위도)에 맞추어 제작된 적도경위의(赤道經緯

儀)와 지평일구(地平日晷, 서양식 평면해시계)였다. 이것들에 의해 『신법중성기(新法

中星記)』와 『누주통의』(漏籌通儀, 각 절후의 경점시각을 정한 책)를 편찬하고 팔도

의 주야시각표와 절기 시각표 그리고 경위도 중성기와 야전표 등 역법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완비하면서 시각의 측정과 보시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2. 신법지평일구(新法地坪日晷)

   
  신법지평일구는 새로운 서양역법 즉 시헌력법에 의해 만들어진 평면 해시계란 뜻

으로 정조 13년(1789) 김영(金泳, 1749-1815) 의 주도로 적도경위의와 함께 제작

되었다. 그 실물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나 신법지평일구라는 명문과 함께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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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출지 37도 39분이라는 글이 새겨진 해시계(보물 840호)가 전하고 있고, 『국

조역상고』(國朝曆象考)』에 신법지평일구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이 해시계는 해 그림자를 받아서 시각을 측정하는 시반면과 삼각형 모양의 영침

(gnom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반면 위에는 해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는 계절선과 시각선이 그려져 있다. 관측자의 위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영침의 빗변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고, 이 빗변의 그림자 선과 빗변의 끝점이 

던진 그림자로부터 시각과 절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과 절기를 동시

에 읽을 수 있는 평면해시계는 햇빛이 천구의 중심을 지나 천저(天底)에 접하는 수

평면 위에 펼쳐지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심사투영(gnomonic projection) 법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평면 해시계는 13세기에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어졌으며 여러 다른 

형태의 평면 해시계로 발전해 나갔다. 

 『국조역상고』에 소개되어있는 지평일구의 구조는 중국의 대표적 수학서인 수리

정온(數理精蘊)을 참조한 것으로 수리정온에는 작도법을 나타내는 그림이 설명과 

함께 실려 있어 지평일구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

과 그림 2는 수리정온에 실린 지평일구의 시각선과 절기선을 구하는 작도법이다. 

  그림 1은 시각선과 영침의 구조를 나타낸다. 동서남북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점을 

甲이 되도록 직각삼각형 甲乙丙을 설치하면, 영침이 평면과 만나는 점이 丙이 되고 

영침의 끝이 乙이 된다. 따라서 甲乙은 적도를 가르키고 丙乙은 북극을 가리키는 

영침의 빗변이 된다. 여기서 丙을 중심으로 卯正부터 午正까지 90도 그리고 午正에

서 酉正까지 90도 내에서 각각 15도 간격의 방사선으로 그으면 이것이 지평일구의 

시각선이 된다.  

  

그림 1. 지평일구 시각선 구하기 (御製數理精蘊, 권40, 22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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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평일구의 절기선 구하기(御製數理精蘊, 권40, 24면)

            
  그림 2는 午正 전과 午正 후에 그려지는 각 절기선의 작도법이다. 선 甲戌은 점 

甲에서 丙乙과 평행하게 그은 선이다. 이때 적도 반경 甲乙을 밑변으로 춘분에서 

하지까지 23.5도 이내의 탄젠트는 선 甲戌이 되고, 추분에서 동지까지 23.5도 이내

의 탄젠트는 선 甲巳가 된다. 『국조역상고』에 따르면, 춘분과 추분에는 해가 적도

에 있기 때문에 午正 때 시각선이 적도선상에 있게 되므로 바로 영침의 끝인 乙에

서 각 시각 점까지의 서로 떨어진 도수가 춘분과 추분 때 각 시각의 그림자선이 된

다. 그리고 추분 이후부터 추분 이전까지는 해가 적도 북쪽에 있고 그림자는 남쪽

에 있으며, 추분 이후부터 춘분이전 까지는 해가 적도 남쪽에 있고 그림자는 북쪽

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영침의 끝 乙에서 각 시각 점에 이르기까지 서로 떨어진 

도수가 반경이 되어 각 절기의 거위도(距緯度)1)의 절선을 취하면 이것이 바로 각 

시각과 각 절기의 그림자 선이 된다. 이것이 지평일구의 절기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절기선은 하지부터 동지까지 1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춘·추분을 중심선으로 

하지선이 가장 남쪽에 그리고 동지선이 가장 북쪽에 그려져 있는 쌍곡선 모양을 하

고 있다.

3.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

  
  적도경위의는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 천체의 위치를 적경과 적위의 좌표로 측정

1) 태양이 적도로부터 떨어진 도수, 즉 태양의 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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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기기이다. 혼천의(渾天儀)에서 삼진의(三辰儀)를 없애고 자오규(子午規), 적도

규(赤道規), 사유규(四游規)만 떼 내어 만든 의기로 정조 13년(1789) 김영과 이덕성 

등에 의해 제작되었다. 천체의 위치는 자오규와 적도규로 형성된 적도좌표계 안에

서 사유규와 규형을 움직이며 측정하였다. 서광계(徐光啓, 1562-1633)의 『신법산

서(新法算書)』에 있는 <측량전의(測量全儀)>와 그 이후의 새로운 신법을 담은 남

회인(南懷仁, Ferdinand Verbiest, 1623-88)의 <영대의상지(靈臺儀象志)>에 소개

되어 있는 적도경위의를 근거로 약간 개량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측량전의>와는 

많이 다르고 오히려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고안한 적도의(赤道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실물이나 그림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종래의 혼천

의가 연시용이었던데 비해 적도경위의는 일월오성의 적도좌표, 황도와 적도의 교각, 

진태양시 등 14가지를 실측할 수 있다. 

  적도경위의는 정조 13년(1789) 관상감(觀象監)에서 중성(中星)을 바로 잡아 경루

(更漏, 물시계)를 교정하기 위한 의기로 만들어졌다. 당시의 기록에 “중성은 세차

(歲差)가 쌓여서 몇 년이 지나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금의 중성은 바르지 않아서 

하루의 12시진(時辰)이 모두 차이가 납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각 절후(節侯)의 

중성의 도분(度分)을 측정하는데 적도경위의를 사용한다.”라고 전하고 있어 적도경

위의의 제작 목적이 무엇보다 중성의 위치를 새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남병길 성경의 적도의

 『국조역상고』에 따르면 적도경위의는 원주를 360도(1도는 60분)로 나눈 자오규, 

12시 96각(1각은 15분)으로 나눈 적도규 그리고 그 안에 역시 원주룰 360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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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유규와 이것에 부착된 지척(指尺, 천체를 관측하는 규형)과 입표(立表)로 이루

어졌다. 

  구리(붉은 구리가 60%, 왜연이 40%)로 주조한 각각의 규는 다시 원주를 외권과 

중권 그리고 내권의 계(界, 눈금)로 나타내는데 그 자세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오규는 바깥지름이 3척, 안지름이 2척 7촌, 두께가 6분으로, 외권은 원주를 

360등분하여 360도의 계를 만들고 중권은 이를 다시 5도씩 나누어 5도한의 계를 

만들며 내권은 10도씩 나누어 10도한의 계를 만든다. 

  두번째, 적도규는 바깥지름이 2척 8촌, 안지름이 2척 5촌, 두께가 6분으로, 외권

은 원주를 12시로 나누고 이를 다시 8각으로 등분하며(즉 30도가 8각이 된다), 중

권은 24소시(小時)로 나누고 이를 다시 4각으로(즉 15도가 4각이 된다) 나누며 내

권은 96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5분으로(3도 45분이 15분이다) 등분하여 만든

다. 

  세번째, 사유규는 바깥지름이 2척 4촌, 안지름이 2척 2촌, 두께가 6분으로 외권

은 주천도계(周天度界), 즉 360도계를 만들고 중권은 5도한의 계를 내권은 10도한

의 계를 만든다. 사유규에 반주천(半周天)이 마주 바라보도록 직거(直距)를 설치하

는데 안으로는 지척(指尺)2)을 끼고 밖으로는 남북의 극축(極軸)을 꿰었다. 이때 지

척은 길이가 2척 1촌 4분이고 양끝은 각각 1촌 이내에 입표3)를 설치하는데 그 표

에는 둥근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는 열십자 모양의 선이 있다. 이 열십자 모양의 

선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를 열십자 가운데 놓아 보다 정 한 관측 값을 얻기 위

해 만든 장치이다. 직거는 사유규의 남북극 축 회전에 따라서는 동서로 움직이며, 

사유규 안에서의 회전으로는 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어떤 방위의 천체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12시 100각법에서 12시 96각법의 시제로 바뀌었으며 

또한 원주를 365도 1/4에서 360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수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혼천의에서 적도규와 사유규만을 별도로 떼어내 보다 간편

하고 실용적인 기기로 개량한 것으로 주로 천체의 적경(赤經)과 적위(赤緯) 그리고 

거극도(去極度)4)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의 근본이 되었던 수시력은 황도상에 있는 태양을 적도좌

표로 바꾸는 황도․적도의 변환에 호시할원술(弧矢割圓術)5)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면

상의 문제를 풀었으나 적도경위의를 제작한 김영은 황도․적도의 변환에 현대의 구

2) 이것이 천체를 관측하는 규형(窺衡)이다.

3) 남병길의 적도의 그림에는 이표(耳表)로 표시 되어있다.

4) 항성이 북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거리.

5) 황도상에 있는 태양의 위치를 적도상의 위치로 변환할 때와 그에 대응하는 태양의 적위를 구하는 문제에서 구

면상의 각과 호(弧)의 관계를 직접 풀 수가 없어 호와 현(弦) 혹은 시(矢)의 관계로 고쳐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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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삼각법에 대응하는 호각법(弧角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관측기기의 제작에 사용

하였다. 따라서 적도경위의는 재래의 혼천의나 간의(簡儀)에서 적도좌표의 측정 부

분을 따로 떼어내어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제작 방법은 재래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서양식의 방법을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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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열차분야지도 삼차원 스캔

양 홍 진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1. 서 론

 현재 국내에는 두 개의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국

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 228호로 지정된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고구려의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고 알려진 천문도이다. 이후 숙종

대에 다시 복각한 천문도가 보물 837호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이외에 석각 

천문도와 관련된 기록으로 세종 15년(1433)에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는 기록이 있

기는 하지만 현재 유물은 전하지 않다1).  

  국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양면에 천문도가 하나씩 새겨져 있으며 양면의 천문도

는 위·아래가 서로 뒤집혀 있다. 두 천문도는 ‘天象列次分野之圖’라는 제목이 각각 

위쪽과 가운데에 새겨져 있어 전체적 구성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립고

궁박물관에 전시중인 국보 천문도는 제목이 가운데에 있는 천문도 면이(이하 앞

면2)) 바르게 세워져 있다. 앞·뒷면의 천문도를 눈으로 비교해보면 제목이 가운데 

있는 앞면의 천문도가 뒷면보다 별그림이나 명문이 잘 남아 있다. 태조본 양면의 

천문도와 숙종본을 함께 비교해보면, 천문도 내용은 태조본 앞·뒷면과 숙종본이 거

의 같으나, 내용 배치에 있어서 태조본 앞면이 뒷면이나 숙종본과 일부 다르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양쪽에 반대 방향의 천문도를 새겨 놓았는지 그리

고 숙종본 천문도와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1) 일부 학자들은 세종대에 각석 했다는 천문도는 태조본의 한 쪽에 새긴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기

원(2008)은 세종대에 석각한 것은 천문도가 아닌 천문(天文)이라는 책을 석본(石本)으로 간행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기원 2008, “세종 석각 천문도에 관한 재고”, 한국천문학회지 34(1) 49

2) 본 논문에서는 천문도의 제목이 가운데에 새겨 있는 면을 천문도 앞면이라 하겠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

시중인 천문도는 앞면이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이는 이전 박창범(1998)이 정의한 것과 동일하다. 



68  양홍진

았다. 박창범(1998)3)은 천문도의 배치는 태조본 뒷면과 숙종본이 같지만 별자리는 

오히려 태조본 앞면과 숙종본이 유사함을 발표하였다. 그는 태조본의 앞·뒷면과 숙

종본의 별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비교하여 세 천문도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하였으나, 이들의 차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성환(1987)4)은 춘추분점 주변의 별 위치를 조사하여 별의 관측시기가 서기 500

년임을 계산하였으며, 박창범(1998)은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이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적위 50도 아래쪽은 약 1세기의 별들을, 북극에서 적위 50도 사이의 별들

은 14세기의 별들을 그린 것임을 알아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천문도의 설명문에 

기록된 고구려의 천문도 유래설과 일치한다. 한편, 박창범(1998)은 북두칠성 꼬리

별의 사이각, 동정(東井)의 길이와 오제후(五諸候)까지의 거리 비를 비교해 태조본 

뒷면이 앞면이나 숙종본의 별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태조본 앞면을 사

진 촬영하여 측정한 별의 크기로부터 이들이 실제 별의 밝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양홍진 & 안영숙(2007)5)은 3차원 측정 자료를 이용해 숙종본 천문

도의 별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보 천문도의 별자리와 명문을 정  스캔해서 앞·뒷면의 

전체 별자리에 대해 위치와 크기를 정 하게 측정/연구하고 이를 숙종본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사진 확대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

보다 정 하고 객관적인 자료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석각 천문도의 삼차

원 정  스캔을 통해 천문도의 보존과 복제를 위한 정  측정 DB도 함께 구축하고

자 한다.  

2. 천문도 3차원 스캔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3D 스캔 방법으로 국보 석각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정  측

정하였다. 앞·뒷면의 천문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앞면의 천문도를 먼저 측정

하였다. 3차원 비접촉 광학식 스캔은 측정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측정 분해능과 

정확도가 뛰어나며 유물의 훼손 없이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많은 유물

이나 고정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4년(1395)에 제작되어 오랜 시간을 거치며 

3) 박창범, 1998,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113-149

4) 박성환, 1987, “태조의 석각천문도와 숙종의 석각천문도와의 비교” 동방학지 54/55/56 329-357 

5) 양홍진, 안영숙, 2007,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의 3차원 측정 및 복원” 한국천문학회지 3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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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많이 마모되고 일부는 깨져 있는 상태이다. 천문도의 명문 일부는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 1400여개의 별은 작고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사진이나 

탁본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정  비접

촉 스캔 장비를 이용해 석각 천문도의 명문과 별자리를 높은 해상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1. 국보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 3차원 스캔

 

2.1  3차원 광학식 비접촉 측정기

  본 연구에서는 Breukmann 장비를 활용해 석각 천문도를 측정하였다(그림2). 

Breukmann은 광학식 3차원 비접촉 정  측정 장비로 최대 80㎛의 형상분해능

(feature resolution)을 갖고 있다. 이는 비슷한 3차원 스캐너인 Vivid(200㎛) 보다 

형상분해능이 뛰어나 정 한 측정이 가능한 반면 유물의 스캔과 후처리 작업 시간

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실제 국내에서 귀중본 유물의 형체 측정과 정  측

정을 위한 3차원 스캔에 Vivid와 Breukmann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광학식 스캔은 물체 표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 간섭 패턴을 이용한 기

술과 삼각측량 기술을 함께 이용한다(그림 3). 또한, 면 단위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측정부의 이동이 필요 없으며, 전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측정

부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국보 천문도의 경우는 크기가 크

고 사료적 중요성 때문에 유물을 옮겨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광학

식 스캔 방식이 적합하다. 또한, 석각 천문도와 같이 설계도면은 없고 유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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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reukmann 측정 장비

있는 경우, 3차원 스캔을 통해 도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3차

원 스캐너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물과 관련해서는 형상보정과 복원 

자료구축을 위한 3차원 측정, 그리고 비문의 명문 판목 등에 활용되고 있다. 

projector

CCD- camera

Triangulation angle

projector

CCD- camera

Triangulation angle

그림 3. 광학식 스캐너의 측정 투사 방식

                           

2.2. 천문도 실측

  본 연구에서는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태조본 천문도를 정  측정하였다. 태조본 

천문도는 숙종본과 달리 앞·뒷면에 모두 천문도가 새겨져 있어 천문도 복제 DB구

축을 위해서는 전체 석각 천문도의 외형 스캔과 함께 앞․뒷면의 명문과 별자리를 모

두 정  측정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석각 천문도와 달리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별

이 다양한 크기로 새겨져 있다. 이 별들은 매우 작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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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함께 크기 측정이 필요하다. 

  Breukmann 장비는 최대 80㎛ 형상분해능을 가지고 있기 매문에 천문도의 작은 

별자리 홈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문 스캔은 해상도가 더 낮은 

Vivid를 이용해 스캔해도 충분하지만 석각 천문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

어 명문을 포함한 천문도 전체를 Breukmann을 이용해 정  스캔하였다. 석각 천

문도 3차원 스캔은 일정한 격자 간격으로 표면 깊이를 측정하게 된다. 천문도 스캔

은 200㎛(0.2mm)의 격자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4는 천문도의 스캔 격자점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주극원 안쪽의 별이 있는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격자점이 

없는 부분은 별이 새겨진 부분이다.  

그림 4.  측정 격자점(200㎛)과 별의 크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천문도의 별자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태조본 앞면을 측정

하였다. 반대편에 새겨진 천문도와 달리 이 천문도는 돌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새겨져 있다. 그림 5는 천문도의 전체 크기와 주요한 영역의 크기를 보여준

다6). 아울러, 표 1에 이들의 실측값을 정리하였다.

내용 전체 각석 두께 외규(R) 내규(R) 별 부분 제목+논설

크기 1244*1991 124~139 382/365 95 895*984 895*267

표 1.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본 실측 값                       [단위 mm]

  천문도 각석의 크기는 현재 설치된 받침돌부터의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천문도

의 옆면은 많은 부분 깨져 나가거나 훼손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아래쪽과 위쪽의 몸

체의 두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천문도를 만들 당시 위쪽과 아래쪽의 두께를 의

6) (주)다인, 2009, 석각천문상열차분야지도 3차원 실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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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상열차분야지도 실측 도면

도적으로 달리 만들었다면 이는 천문도의 앞쪽을 고려해 만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천문도 두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높이에 따른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림 6

은 높이에 따른 두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일부 파손된 부분의 두께 측정은 측면

에서 보았을 때 몸통의 전체 두께를 기준해 측정하였다. 천문도 실측 당시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현재 세워진 아래쪽이 두꺼워 보였다. 그러나 실제 측정 값을 보

면 가장 아래쪽만 유난히 두꺼울 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두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천문도 측면 두께 실측. 스캔 자료(왼쪽)와 높이에 따른 측정 값 변화(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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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자리 측정  

  천문도의 별자리 연구에서 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 가운데 성도 영역은 별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별자리 영역의 좌표 기준을 

주극원의 중심으로 정하고 모든 별의 상대적 좌표를 측정하였다. 실제 밤 하늘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면 본 연구에서 정한 천문도의 좌표 기준은 천문도 제작 당시의 

하늘의 북극이 된다. 실측 자료를 살펴보면 하늘의 북극인 좌표 기준점은 북극성과 

약간 떨어져 있다. 또한 표면의 높이나 별자리 홈의 깊이를 나타내는 Z 값도 별자

리 좌표 기준점인 주극원 중심에서의 표면 값을 기준으로 측정 위치와의 차이 값으

로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Breukmann 측정 장비의 한계 측정 정 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별의 위치와 홈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0.2mm의 격자 

간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스캔한 모든 별들에 대해 고유 번호를 지정하였는

데, 이는 향후 앞·뒷면의 별자리 비교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숙종본 천문

도의 1,467개 별들을 기준하였다. 

  주극원에는 모두 161개의 별자리 홈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영역의 숙종본 

천문도의 별의 개수와 동일하다. 그림 7은 태조본 앞면의 주극원 일부 별들에 대해 

좌표와 표면 깊이 그리고 별의 반경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준다. 태조본 앞면의 주

극원 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새겨진 별은 북두칠성의 ɤUMa로 반경 2.12mm의 크

기로 새겨져 있다. 

그림 7. 주극원 안쪽 별자리의 좌표와 크기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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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실측 자료의 활용

3.1  복제 자료 DB 구축

  국보 석각천상열차분야지도는 뛰어난 문화재적·사료적 가치를 가진 유물임에도 

지금껏 정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 형태는 사진이나 탁

본 정도이다. 그러나 사진과 탁본은 천문도의 정 한 크기 측정과 별자리의 위치 

측정에 한계가 있다. 사진은 렌즈의 곡률로 인해 렌즈와 피사체의 거리 그리고 피

사체의 크기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탁본의 경우는 왜곡 현상이 더욱 심하

다. 사진 자료의 경우는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 왜곡 보정을 시도 할 수 있으나 탁

본은 종이 두께의 균질성과 온도, 습도 그리고 탁본 당시의 주변 상황에 따라 예측

하기 어려운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탁본이 그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에서도 변형이 다양하게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사진이나 탁본은 2차원 표면 위치 정보만 알려 줄뿐 표면

의 높낮이와 전체 윤곽에 대한 정 한 실측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Scanning 방식을 이용해 석각천문도를 측정하였다. 3

차원 스캔 방식은 유물을 직접 측정하고 별의 크기와 위치 측정 정 도가 높아 사

진과 탁본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스캔한 천문도 자료는 현재 유물상태

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훼손된 부분과 일부 복원된 상태도 가감 없이 측

정된다. 그림 8은 천문도 3차원 스캔 이미지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면이 많이 훼손

되기는 했지만 별의 위치와 크기가 잘 나타나며 옆면의 깨진 상태도 잘 보여준다.  

그림 8. 천문도 부분 스캔 이미지. 별자리 부분(왼쪽)과 옆면 깨진 부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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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본 천문도는 표면이 많이 마모되어 별자리 뿐 아니라 명문도 눈으로 판독하

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 Breukmann 광학 스캔 이미지에서도 상당부분의 글

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3차원 정  측정 자료를 활용하면 명문의 

판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주)다인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광학적으로 부정

확한 명문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이는 정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표면의 미세한 

깊이 차이를 이용해 글자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으로 탁본의 효과와 비슷하다. 이러

한 방법은 태조본 천문도의 명문 확인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9는 

Breukmann 3차원 광학 스캔 사진과 (주)다인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명문의 가독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그림 9. 천문도 명문 비교. 스캔 원본 사진(위)와 표면 높이를 이용한 보정 결과(아래)

3.2  별자리 연구

  국보 천문도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1400여개의 별을 다양한 크기로 

새겨 놓았다는 점에서 천문학적·과학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유물이다. 천문도는 

세차운동과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천문도에서 별들의 위치가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

에 천문도 연구는 현대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창범

(1998)의 연구에서도 보이듯 별의 위치는 천문도 제작시기와 관측자의 위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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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다. 

  그러나 태조본 천문도는 표면이 많이 훼손되어 앞·뒷면의 별의 위치와 크기 비교

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태조본 앞면의 경우에는 삼수에서 노인성에 이르

는 영역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뒷면은 전면에 걸쳐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박창

범 1998).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 연구비교는 특정 별자리에 국한되어 이루어 졌

다. 따라서 태조본 앞·뒷면과 숙종본의 별의 위치 차이가 별을 새길 때의 오차 때문

인지, 의도적 수정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각 천문도를 3차원 스캐너로 

정  측정하고 별 자리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번 논문

에서는 태조본의 앞면 별자리 중에서 주극원 안쪽의 161개의 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태조본과 숙종본의 내규 크기는 95mm와 96mm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

에 별자리 분석에서 실측 데이터를 보정 없이 사용하였다. 태조본 앞면과 숙종본을 

비교한 결과 천문도 상에서 평균 거리 차이는 0.6mm이며 표준편차는 0.3mm로 나

타났다. 이는 천문도 상에서 실제 각거리 1°가 20.5mm임을 감안하면 1.8'에 해당

하는 거리이며 전체 크기에 비해 무시할 만한 차이이다. 이는 두 천문도의 별의 위

치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말해준다. 주극원의 별 들 중에서 위치 차이가 가

장 큰 별의 경우에도 1.8mm의 작은 차이만이 보인다. 이는 각거리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조본 앞면과 숙종본의 주극원 별들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조본과 숙종본 주극원 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전

체적으로 두 천문도의 주극원 별들은 0.3mm의 반경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별의 크

기에 있어서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태조본과 숙종본의 주극원 별의 

크기 차이를 보여준다. 가로축[2.2~0.5mm]은 별의 반경이며 세로축[-1.2~0.4 

mm]은 두 천문도에 새겨진 별의 반경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태조본의 별이 

숙종본보다 작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듯 크게 새겨진 별

은 차이가 작은 반면, 작게 새겨진 별일수록 홈 크기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 이것은 큰 별의 크기는 같지만, 태조본의 경우 작은 별일수록 크기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태조본은 별을 새길 때, 별의 크기 차이를 더 크게하여 

새겼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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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태조본 앞면과 숙종본 주극원 별들의 크기 비교

   

3.  맺음말

  태조본 천문도는 이미 숙종대에 표면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천문도는 국보로 지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방치되어 별자리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표면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

면 상당부분 별과 명문의 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조본 천문도에 대한 정  측

정은 별자리 연구 뿐 아니라 천문유물의 보존과 복제 자료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

하고 시급한 일이다. 비록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잘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

사 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천문도의 별자리 연구를 위해 3차원 비접촉 정 측정기인 Breukmann 

장비를 이용해 200㎛ 격자 간격으로 천문도를 스캔하였다. 3차원 스캔은 객관적 

측정 데이터로 현재의 천문도를 저장 할 수 있는 가장 정 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다. 천문도 스캔 자료는 복제 할 때 가장 기초되는 자료 일 뿐만 아니라 별자리 연

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지금까지 국보 천문도의 별자리 연구는 사진 측

정이나 탁본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전체 별자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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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실측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번에 실측한 3차원 정  측정 결과, 태조본 앞면의 주극원 별들은 숙종본의 별

들과 거의 같은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천문도의 사

이의 별의 위치는 평균 0.6mm 떨어져 있으며, 별자리 홈의 반경은 숙종본에 비해 

평균 약 0.3mm 작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두 천문도

의 별의 위치와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별의 크기는 별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정한 방법에 따

라 크기를 달리했음을 짐작케 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천문도 별자리는 특정 자료에 

근거해서 매우 정 하게 새겼으며, 천문도에 새겨진 별 하나 하나의 정보가 매우 

유용한 것임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석각 천문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3차원 스캔 

자료를 정  분석하면 지금껏 명확하게 비교하지 못했던 태조본 앞·뒷면의 별 위치

와 크기 그리고 숙종본과의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천문도 스캔 자료는 앞으로 천문도의 훼손에 대비해 주요한 기초 복원/복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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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潤과 姜湕의 해시계 연구

김상혁1, 이기원2, 이용삼1

1충북대학교, 2한국천문연구원

1. 요 약

 

  조선 후기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낸 강윤(姜潤, 1830~1898)과 그의 동생 강건

(姜湕, 1843~1909)이 제작한 휴대용 앙부일구의 여러 특징과 기능, 천문학적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강윤과 강건의 부친인 강이오(姜彛五)는 그의 동생인 강이중

(姜彛中)과 함께 19세기 초에 혼천시계를 제작한 인물이다.1)『진주강씨(죽창공․설봉

공․백각공)세보(晉州姜氏(竹窓公․雪峯公․白閣公)世譜)』2)를 살펴본 결과 이들 가문은 

19C 초반에서 20C 초반까지 집안 대대로 시계제작과 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 가문에서 제작한 11개의 해시계 유물의 외형적 특징과 세부적 기

능을 분석하였다. 앙부일구 형태의 해시계가 대부분이며, 평면해시계도 일부 제작되

었다. 해시계에는 주로 북극고도(北極高度), 24기(氣), 제작자와 관련된 명문(銘文), 

12시(時), 24방향 등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북극고도는 모두 ‘37도 39분 15초(三

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표현되어 있다. 시각제도는 96각법(刻法)을 사용하면

서 1시(時, 오늘날의 2시간에 해당)의 간격을 8등분하거나 4등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시계들의 영침 위치(북극고도)와 24기에 따른 절후선(節候線)을 분석하여 천

문학적 제작기술을 살펴보았다. 앙부일구 시반면의 구면 곡선을 평면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북극고도와 절후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향후 남아 있는 다른 해시계 유

물의 천문학적 검토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13

2) 晋州姜氏竹窓公后雪峯白閣公派譜 編纂委員會 1987, 晉州姜氏(竹窓公․雪峯公․白閣公)世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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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해시계 연구사

 
  조선시대 해시계에 대한 연구는 전상운(1963)의 ‘조선시대의 해시계와 물시계’에 

대한 연구에서 문헌을 통한 해시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기술이 있

었다.3) 이후 이은성(1982)의 ‘해시계의 歷史와 그 原理’에서 규표를 비롯한 조선의 

전반적인 해시계 역사와 자연과학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4)  이용

삼(1996, 1998, 2002)은 세종시대의 간의와 소간의, 일성정시의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면서 천문관측기기들의 해시계에 대한 용도를 소개하였다.5) 김상혁(2007)은 '

世宗代 해시계의 構造와 用法에 대한 硏究'를 통해 최근에 새롭게 복원된 세종대의 

여러 해시계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와 사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6)

  지금까지 조선의 해시계에 대한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연구와 자연과

학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 최근에 복원된 조선 초기의 해시계에 대한 연구 등이 진

행되었다. 조선 후기의 해시계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용 해시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서적을 통해 유물의 소개와 명문의 내용이 소개되었다.7) 휴대용 해시

계 제작자인 강윤과 강건의 시계에 대한 연구로는 전상운(1994)의 ‘시간과 시계 그

리고 역사’를 통해 처음으로 조명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강윤과 강

건의 가문에서 제작되었던 휴대용 해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천문학적인 제작원

리 등을 살펴보았다.   

3. 강윤과 강건 가문의 해시계 제작

3.1. 강윤과 강건 가문의 해시계 제작 역사

  강윤과 강건 가문의 시조는 강이식(姜以式)으로부터 시작된다(그림 1 참조). 강이

3) 전상운 1963, 조선시대의 해시계와 물시계, 李氏朝鮮의 時計製作 小考, 鄕土서울, 17; 재수록: 전상운 1998,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499~552

4) 이은성 1982, 동방학지, 33, 81~156

5) 이용삼 1996, 동방학지, 93, 159~203; 이용삼․남문현 1998, 세종대(世宗代) 천문시계(天文時計) 일성정시의

(日星定時儀)와 자격루(自擊漏)의 시간 교정, 세종과학기술의 현대적 조명(서울: 건국대학교 한국기술사연구

실), 23~31; 이용삼․김상혁 2002, 한국우주과학회지, 19, 231~242

6) 김상혁 2007, 忠北史學, 19, 97~123 

7) Jeon, S.-W. 1974,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Cambridge: M.I.T. Press); Needham, J., Lu, 

G.-D. 1986, The Hall of Heavenly Records: Korean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clocks 

1380-1780(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상운 1994, 한국과학기술사(서울: 정음사); 전상운 

1994,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서울: 월간시계사); 전상운 2000, 한국과학사(서울: 사이언스북스); 한국과학

문화재단 1997, 우리의 과학문화재(서울: 서해문집); 도록집: 서울역사박물관 2004, 조선의 과학문화재(서울: 

예맥출판사); 국립민속박물관, 2004, 천문: 하늘의 이치 ․ 땅의 이상(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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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17세손(世孫)은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인데, 강세황은 조선후기 대표적

인 문인이며, 화가이다. 강세황의 아들은 강신(姜信)으로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첫

째 아들 강이중(姜彛中)과 둘째 아들 강이오(姜彛五, 1788~?)는 19C에 혼천시계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이 제작한 혼천시계는 1669년에 송이영이 제작한 서

양식 자명종 원리를 이용한 추동식 혼천시계를 계승하였다.8) 

  강이오는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중 둘째 아들인 강윤과 다섯째 아들인 강

건은 조선 후기 해시계 제작자명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넷째 아들인 강홍(姜

泓)도 휴대용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강건의 세 아들은 강봉수(姜鳳秀), 강익수(姜

益秀), 강문수(姜文秀, 1862~?)인데, 익수는 큰 아버지인 강호(姜濩)의 양자로, 문

수는 작은 아버지인 강윤의 양자로 보내졌다. 양자로 보내진 두 아들도 휴대용 앙

부일구를 제작하였다. 강익수는 1902년(고종 39) 별감동(別監董) 6품으로 있을 때 

옥책문과 금보를 수리한 공로로 상을 받기도 했다.9)

  이렇듯 강윤과 강건이 조선후기 휴대용 해시계 제작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강건의 두 아들인 익수와 문수가 가문의 시계 제작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상운(1994)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휴대용 앙부일구가 동아시아 3국

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것이며, 일본에서 이것을 모방하여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제작되었다고 보았다.10) 

그림 1. 강윤과 강건 가문 세보도(『晉州姜氏(竹窓公․雪峯公․白閣公)世譜』)

 8) 김상혁 2007,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77 

 9)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일

10) 전상운 1994,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서울: 월간시계사),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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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윤과 강건 가문의 해시계 제작

  강윤과 강건 가문에서 제작한 해시계를 표 1에 정리하였고, 해당되는 유물을 그

림 2에 나타냈다. 해시계 유물에서 이들 가문에서 제작된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11

개의 유물을 선택하였다.11) 이 가문에서 제작한 11개의 해시계 중에서 8개 유물에

는 북극고도가 나와 있다.12) 모두 37도 39분 15초의 값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이 수치는 1713년(숙종 39)에 실측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 모두 1713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13)

소장처 제작년대 재질과 제원(cm) 제작자 비고

① 서울역사박물관 1869 상아

5.8×4.1×0.9

姜湕 휴대용 평면해시계

영침, 나침반 유실

30분간격

② 옥스퍼드과학사박물관 1870 상아(?) 姜潤 휴대용 앙부일구

막대 기둥 있음 

15분간격

③ 동아대학교박물관 1870 상아

5.9×4.4×0.7

姜潤 휴대용 평면해시계

30분간격

④ 국립중앙박물관 1871 옥돌

5.6×3.3×1.6

姜湕 보물 852호

휴대용 앙부일구

30분간격

⑤ 경기도박물관 1873 목제(?)

6.5×4.2×1.7

姜湕 휴대용 앙부일구

나침반 유실

15분간격

⑥ 영국해양박물관 1873 상아 姜潤 휴대용 앙부일구

30분간격

⑦ 국립고궁박물관 1881 검은 대리석, 구리

41.0×33.7×5.3

姜潤 평면해시계

15분간격

⑧ 중국 1881

추정

상아 姜泓 휴대용 앙부일구

30분간격(?)

⑨ 세종대왕기념관 1899 청동

지름 24.3

높이 9.3

姜湕 앙부일구

15분간격

다리유실(?)

⑩ 서울역사박물관 1908 석제

7.2×3.1×3.8

姜文秀 휴대용 앙부일구

30분간격

⑪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姜益秀 휴대용 앙부일구

영침, 나침반 유실

막대 기둥 유실

30분간격(?)

자료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04):①,⑩; 국립민속박물관(2004):②,③,④,⑤,⑨; 이기원(2009)14):⑥,⑪; 한국과학문

화재단(1997):⑦; 이세동(1986)15):⑧ 

표 1. 강윤과 강건 가문에서 제작한 해시계들 

11)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면해시계(1881년 제작)는 명문의 기록으로 강윤이 제작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명문에 직접적으로 제작자명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제외함

12) 표 1에서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의 8개 유물에서만 북극고가 제시됨

13) 서울역사박물관 2004, 조선의 과학문화재(서울: 예맥출판사), 8; 1713년(숙종 39)에 청나라 사신 하국주(何

國柱)가 종로에서 측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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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강건(1869)          ② 강윤(1870)                ③ 강윤(1870)

      

     ④ 강건(1871)              ⑤ 강건(1873)           ⑥ 강윤(1873)

           

          ⑦ 강윤(1881)       ⑧ 강홍(1881 추정)       ⑨ 강건(1899)

          

                 ⑩ 강문수(1908)                  ⑪ 강익수  

그림 2. 강윤과 강건 가문의 여러 해시계들.16)

14) 이기원(2009)은 영국해양박물관(⑥)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⑪)의 앙부일구 유물을 각각 강윤(姜潤)과 강익수

(姜益秀)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함

15) 伊世同 1986, 자연과학사연구, vol 5. no 1,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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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문에서 제작한 해시계는 휴대용 해시계와 일반적인 해시계로 구분할 수 있

다. 국립고궁박물관(⑦, 1881년 제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과 세종대왕기념관(⑨, 

1899)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해시계이다. 휴대용으로 제작한 해시계는 휴

대용 앙부일구와 휴대용 평면해시계 형태로 구분된다. 서울역사박물관(①, 1869년 

제작)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시계와 동아대학교박물관(③, 1870년 제작)에서 소장한 

해시계는 휴대용 평면해시계이다. 

  옥스퍼드과학사박물관(②, 1870년 제작)에서 소장하고 있는 휴대용 앙부일구에는 

막대 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 막대 기둥은 북쪽을 가리키는 지남침을 연장하여 앙

부일구의 북쪽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⑪, 

1900년대 초반 제작추정)에서 소장한 휴대용 앙부일구에는 이 막대 기둥이 유실되

었다.

  시각선의 세부 눈금을 확인해 보면 30분선을 긋거나 15분선을 긋는 것으로 구분

된다. 옥스퍼드과학사박물관 소장의 휴대용 앙부일구(②)와 경기도 박물관의 유물

(⑤)은 15분 간격의 세 한 시각눈금이 그려져 있다. 보통 청동제 앙부일구에도 15

분 간격(96각법)으로 그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휴대용 앙부일구이만 시간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4. 앙부일구 시각선과 절기선의 작도와 평면 투영

4.1. 앙부일구 절기선과 시각선의 작도

  앙부일구의 절기선을 긋기 위해서는 태양 적위 값과 해당 지역의 위도를 대입하

여 각 절기의 실제 태양 고도를 계산해야 한다.17) 그림 3은 앙부일구 절기선을 긋

기 위한 장치이다. 영침이 꼽히는 남점에서 극축이 회전하도록 ‘극축 회전용 반원’

을 제작한다. 반원 위에는 24기에 해당하는 하는 태양 고도를 13개 위선(동지~춘․
추분~하지)으로 그렸다. 극축 회전용 반원을 회전시키면서 13개 위선에 해당하는 

곳을 점을 찍게 되고, 점들을 연결시켜 절기선을 완성한다. 

  시각선은 영침방향과 수직이 되는 천구의 적도대원(춘․추분선)을 15° 간격으로 표

시한다. 이 표시와 시반면의 남점을 연결한 수직경선을 연결하면 시각선을 완성할 

수 있다. 이후 현대 1시간 이내의 시각선을 조선시대에 사용한 100각(현대의 1시간

16) 각각 그림에 대한 출처는 표 1의 아래에 기술된 자료출처를 확인하면 됨.

17) 나일성 1995, 축소 제작한 세종의 규표(여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6; 나일성(1995)은 세종 영릉의 규표

(h: 828mm)의 그림자 길이를 산출하는 표에서 고도(h)에 따른 굴절량(R)을 보정해 실제 나타나는 태양고도

(h')를 산출하였다. 앙부일구 절기선을 긋을 때 이러한 굴절량 보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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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刻+1/6刻) 또는 96각(현대의 1시간=4刻)에 해당하는 시각선을 그린다. 교육 학

습을 목적으로 오늘날의 10분 단위로 6등분한 시각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3. 앙부일구 절기선 긋기.

4.2. 앙부일구 시반면의 평면 투영과 천문학적 검토

  앙부일구 유물의 실측작업은 주로 외형의 치수를 측정하거나 내부에 그려진 절기

선과 시각선의 각도와 간격을 측정한다. 이중 내부에 그려진 시각선과 절기선을 정

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스캔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3차원 

스캔은 고가의 장비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 그 활용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실제 유물의 복제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유물의 실측을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

은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평면 스캔닝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선과 절기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차원 평면 스캔닝 기법으로는 평판형 스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진 촬영기

법이 있다. 평판형 스캔은 평면에 착된 부분을 스캔닝 작업하는데 용이하다. 따라

서 휴대용 평면해시계와 영침이 유실된 휴대용 앙부일구의 스캔 작업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2차원 평면 스캔닝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실제 관측이 아니더라도,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 평면으로 투영된 절기선과 시각선을 비교함으로써 천문과학

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4.2.1. 절기선의 작도

  절기는 황도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시각이다. 즉 태양의 황위()가 0°이고 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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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 15°, ……, 345° 되는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각각 춘분, 청명, ……, 경칩

이다. 따라서 절기선의 평면 투영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할 수 있다.

   (i) 황경, 황위(=0°)를 적경(), 적위()로 변환18)

  tan cos
sincos  (1a)

  sin  sinsin (1b)

      여기서, =황도 경사각(~ 23.5°)

  (ii) 적경, 적위를 방위각()와 고도각()으로 변환

  cos sinsin  sin
coscossin  (2a)

       sin  sinsin coscoscos (2b) 

      여기서,  =관측자의 위도

          

   (iii) 지평면( 좌표)으로 투영

  cosh cos (3a)

  cosh sin (3b)

       여기서,  시반면의 반경

  예를 들면, 하지 때 태양의 위치는 90°,  0°이므로 먼저 (i)의 과정을 통해 

적경, 적위로 변환한다. 그리고 ∘ ≤   ∘의 시간각에 대해 임의의 간격으로 

(ii)의 과정을 통해 방위와 고도 값을 구하고,   ∘인 경우에 대해 (iii)의 과정을 

통해  좌표 값을 계산하여 이 값들을 연결하여 그릴 수 있다.  

4.2.2. 시각선의 작도

  시간각은 적도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양이므로 (ii)와 (iii)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정(午正) 정각(남중시각=진태양시로 12시)은   ∘이므로  

 ∘ ≤ ≤ ∘에 대해 임의의 간격으로 (ii)와 (iii)의 과정을 통해 방위와 고도 

값을 구하고   좌표 값을 계산하여 이 값들을 연결하여 그릴 수 있다(분선의 경

우  ∘ ≤ ≤  ∘값을 이용). 

18) Meeus, J. 1998, Astronomical Algorithms(Richmond: Willmann-Bell, Inc.); 이 서적에 나와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본문 (a)의 (i)와 (ii)의 수식 계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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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4. 앙부일구 시각선과 절기선의 평면투영도

 

북극고도 남점위치
(a~sp)

  절기선의 위치

비고하지
(a~s)

동지
(a~w)

1 36도 0.095 0.608 0.931 

2 37도 20분 0.103 0.620 0.937 보물 845호(1)

3 37도 34분 0.104 0.622 0.938 서울 시청

4 37도 39분 15초 0.104 0.623 0.938 강윤․강건 가문 제작

5 38도 0.106 0.625 0.940 

표 2. 각 위도에서 절기선 투영도 작성시 비율(시반면 지름을 1로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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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각 위도별 평면투영도

  그림 4는 앙부일구의 시각선(가로선)과 절기선(세로선)을 평면에 투영한 그림이

다. (a)에서 a~c, b~d는 앙부일구 시반면의 지름이다. o는 영침의 뾰쪽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sp(south pole)는 남극점(이후 부터는 '남점'으로 표기), s(summer 

solstice point)는 하지점, w(winter solstice point)는 동지점을 나타낸다. (b)는 현

재 서울 시청의 위도19)에서의 절기선과 시각선을 투영한 것이다. (c)는 보물 845호

(1)20)에 적혀 있는 위도 값을 사용한 평면 투영도이고, (d)는 강윤과 강건의 가문에

서 제작할 때 사용한 위도 값을 사용한 평면 투영도이다. 

  그림 4의 (a)에서 a~c를 1로 놓을 경우, a~o는 0.5의 값이 되고 a~s, a~w는 하

지점과 동지점까지의 거리이다. 시각선은 정각 시간과 15분 단위(15분, 30분, 45

분)의 분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의 (b), (c), (d)와 36도와 38도를 포함하여 남

점, 하지점, 동지점의 위치를 계산하면 표 2와 같다.21) 

  이를 활용하여 위도 37도 34분인 지역에서 앙부일구 시반면 지름이 100mm인 

경우를 살펴보자. 남점의 위치(앙부일구 영침이 꼽히는 곳)는 10.4mm, 태양 남중시 

하지선 까지의 길이는 62.2mm, 동지선까지의 길이는 93.8mm가 된다. 같은 위도에

서 지름이 300mm인 경우, 남점의 위치는 31.2mm, 하지선은 186.6mm, 동지선 

281.4mm가 된다. 

북극고도 남점위치
(a~sp)

         절기선의 위치

하지
(a~s)

동지
(a~w)

1 36도 2.865 mm 18.240 mm 27.930 mm

2 37도 20분 3.075 mm 18.585 mm 28.095 mm

3 37도 34분 3.105 mm 18.645 mm 28.125 mm

4 37도 39분 15초 3.120 mm 18.690 mm 28.140 mm

5 38도 3.180 mm 18.750 mm 28.185 mm

표 3. 각 위도에서 절기선 투영도 작성시 비율(시반면 지름: 30mm) 

   
  표 3은 앙부일구 시반면 지름을 30mm로 했을 때 값이다. 주로 휴대용 앙부일구

를 제작하였을 때의 값들이다. 반구가 300mm 이상인 청동제 앙부일구는 남점과 2

개의 지점의 위치가 명확히 구분해 비교해 볼 수 있지만, 30mm 이하인 경우 북극

19) 한국천문연구원 2009, 역서2009(서울: 남산당)

20) 보물 845호 앙부일구는 (1)과 (2)로 구분된다. 큰 것(1)은 지름이 35.2㎝, 높이가 14㎝이고,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작은 것(2)은 시계의 지름이 24.3㎝이며 18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 2기 모두 국립고궁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

21) 그림 4의 (b), (c), (d)에서의 그림 작도는 반경의 비율을 1로 놓은 것이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표 2에서는 

지름을 1로 환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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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에 따른 절기선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a) 강문수의 휴대용 앙부일구(1908)       (b) 휴대용 앙부일구 시험제작품

그림 5. 휴대용 앙부일구의 절기선 위치 검토

  그림 5는 휴대용 앙부일구의 절기선 위치를 검토하기 위해 강문수가 제작(1908)

한 휴대용 앙부일구(a)와 휴대용 앙부일구의 시험제작품(b)을 분석하였다.

  (a)는 사진 촬영된 이미지 자료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자오선과 그와 수직한 수

평선을 긋고, 남점, 하지점, 동지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평면 투영법으로 계산된 

북위 37도 34분의 절기선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남점의 위치는 일치하지만, 하

지선과 동지선이 해당 위치에서 조금씩 남점 위치로 이동했다. 이러한 원인은 사진 

촬영시 수평 각도를 맞추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

물 도록집에서 평면 사진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는 평면 스캐너(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hp scanjet 2400)

를 이용한 이미지 자료로 (a)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요 지점을 표시하였다. 시험제작

품(b)과 평면 투영법으로 계산하여 작도한 북위 37도 39분 15초의 절기선을 비교

하였다.22) 비교 결과 남점과 동지선은 일치하고 있지만 하지선은 남점 위치로 이동

했다. 평면 스캐닝 결과 수평 상태를 유지한 채 얻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b)의 시험

22) 앞서 살펴본 대로 (a)와 (b)에서 평면 투영된 절기 값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위치 값

을 나타낸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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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품은 하지선 부분의 절기선 오류로 판단된다.

5. 향후 연구 과제

  
  강윤과 강건의 가문에서 제작한 휴대용 앙부일구의 천문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평면 스캔 자료와 사진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사진 촬영시 앙부일구 곡선에 대

한 왜곡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실제 평면 투영 값을 비교해 보면 앙부

일구의 곡선 위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시반면의 지름이 200~300mm 정도가 

되는 전형적인 청동제 앙부일구의 경우 해당 위도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등 천

문학적 정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휴대용 앙부일구에서 작도된 절기선을 분석해 보면 1° 미만의 북극고도 차이는 

앙부일구의 측정 정 성에 미치는 정도는 미비해 보인다. 오히려 휴대용 앙부일구

의 사용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일원에서 사용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시

간 단위에서도 대부분 30분 간격으로 시각선이 그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30분의 오

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휴대용 해시계는 정 성 보다는 실용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시계라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제작한 여러 종류의 청동제 앙부일구 등의 유물을 대상으로 평면 투

영 방법을 적용시켜본다면 실제 해시계 사용지역을 추정해 보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앙부일구 시반면의 평면 투영은 훼손된 선들을 연결하거나 영침의 

길이를 결정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등의 해시계 복원기술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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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의 연구

민병희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1. 서 론

 
  세종은 건국 후 조선의 성리학적 통치기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조선 500년의 

국력을 다듬은 임금이었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빛을 발하

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대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조선에 맞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천자의 학문’인 천문학이 비약적인 발전하였는데, 세종 

19년(1439)에 완성된 천문의기 개발사업1)과 세종 24년(1442)에 완성한 천문역법

사업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세종의 천문의기 개발사업을 고찰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의대(簡儀臺)와 

이에 딸린 천문의기들이다. 간의대에는 동양의 전통의기인 간의(簡儀)와 정방안(正

方案)이 있으며, 그 옆으로 규표(圭表)와 혼의(渾儀)와 혼상(渾象) 등 일명 ‘간의대 

의기’가 개발되었다. 

  간의대 의기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천문학 이론과 관측기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천문의기들이 창제되었다. 대표적 창제물에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와 소

간의(小簡儀)가 있다. 특히 소간의는 왕명에 따라 이천, 정초, 정인지 등이 세종 16

년(1434)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표준시계이자 물시계인 보루각

의 자격루(自擊漏)와 흠경각의 옥루(玉漏)도 건설되었다.2) 세종의 천문의기에는 ‘관

상수시(觀象授時)’의 이념에 어울리게 시계류가 많았다. 백성을 위한 해시계인 앙부

1)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4월 갑술일(15) 3번째기사

2) 자격루는 경회루 남쪽의 보루각(報漏閣)에, 옥루는 천추전(강녕전) 서쪽의 흠경각(欽敬閣)에 설치되었다. 영조 

46년(1770)이후에는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창덕궁 관상감의 흠경각에 보관한다(『국조역상고』 의상편). 

이 당시의 경복궁의 흠경각에는 그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옥루는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대신 혼의와 혼상과 현주일구와 정남일구와 천평일구와 앙부일구가 있었다(『동국여지지』편

개 한성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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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仰釜日晷)가 있고, 이동이 용이하거나 휴대가 간편한 천문시계인 소일성정시의

(小日星定時儀), 현주일구(懸珠日晷), 천평일구(天平日晷), 정남일구(定南日晷)가 있

다. 천문시계류과 이동식 물시계인 행루(行漏)는 주로 군영에 보내지거나, 국가적 

제사를 행하는 지방의 주요관청에 보내졌다.

  그러나 오늘날 세종대의 천문의기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

다. 특히 간의, 소간의, 옥루, 작은 시계류 등은 현존하지 않아 그 원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전통천문학의 연구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들 천문의기를 복원하거나 복제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간의 복원연구3)를 바탕으로, 90년대 후반에 소간의의 복원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4)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종대왕 유

적관리소(영릉), 국립중앙과학관 등 유적지나 과학관(박물관)에서 소간의를 복원, 전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원한 소간의는 기존 연구내용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크게 제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 연구와 더불어 문헌에서 추론되는 크기의 소간의를 복원

하고자 하였고, 지난 2009년 6월에 완성하여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광장에 전

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소간의를 복원하면서 나타난 연구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2장에서는 소간의의 시작과 끝을 다루었고, 3장에서는 소간의의 

구조, 5장에서는 소간의과 관천대의 관계를 논하였다.   

  

2. 소간의의 활용 역사

 

  조선 세종대에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었다. 세종은 

임기 초기부터 천변관측에 관한 개인적 관심을 많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천문의

기 개발사업이 세종 19년(1439)에 완성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 창제물인 소간의(小

簡儀)는 세종 16년(1434) 왕명에 따라 이천, 정초, 정인지 등에 의해 2개가 제작되

었다. 이때부터 소간의는 조선의 천문관측기구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 후 60년이 흐른 성종 25년(1494)에 소간의가 다시 만들어진다. 4년 전인 성

종 21(1490)년에는 김응기 등이 혜성에 관한 소간의의 관측과 소간의 사용법에 관

한 실록기사가 있는데, 성종은 개인적으로 소간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나일성, 박성래, 이용삼 등, 1994, 과학기술문화재 간의 복원 설계용역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4) 김상혁, 1997, 세종대 소간의의 복원을 위한 기초설계와 모형제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삼, 김상혁, 2002, 세종시대 창제된 천문관측의기 소간의, 한국우주과학회, 19(3)권,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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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소간의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선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역법체계의 심각한 변화가 생긴다. 1654년부터 대통력에서 시헌력으로 

그 체계가 변한다. 1667~1669년 잠시 대통력으로 회기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1654년부터 조선은 시헌력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서양의 역법을 수용한 시헌력

은 이전의 대통력과 여러 면이 달라지는데, 이은 천문관측기기와도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대통력의 12시 100각, 365.25주천도분이 12시 96각, 

360주천도분으로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헌력 도입 후에도 소간의를 사용했다면, 

이 때에 소간의 백각환이나 적도환의 눈금에 변화를 주는 제작법이 문헌이나 유물

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정조 20년(1796)에 편찬된 『국조역상고』 <의상>편 성종 25년조에는 ‘이 의기

(소간의)를 찾아보니 지금 관상감에 보관되어 있다(按此儀今在觀象監)’고 하여 소간

의가 보존되었으나 천체관측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반면 정조 13년

(1789)조에는 ‘관상감에 명하여 김영 등이 적도경위의와 지평일구를 주조하여 올리

고 또 여벌을 주조하여 관상감에 두도록 했다(十三年 命監官 金泳等 鑄赤道經緯儀 

地平日晷以進 又鑄副件 置于觀象監)’라고 하여 서양식 천문관측기기가 도입되는 흔

적이 보인다.5) 아마도 소간의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말엽에는 천문관측에 직

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간의의 구조

  
  앞서 설명했듯이 소간의는 임금의 명에 의해 2차례 제작되는데, 왕명을 빌어 표현

하면, 각각 세종 소간의와 성종 소간의이다. 표 1같이 『세종실록』, 『성종실록』, 

『국조역상고』, 『서운관지』 등에는 소간의에 대한 기사가 상세히 나와 있다. 

  임금의 명(命)에 의해 제작된 소간의이기 때문에, 매번 소간의 제작에 관한 명

(銘)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일성정시의, 앙부일구 등에도 銘이 각종 문헌에 기록

되어 있다). 그만큼 소간의의 제작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도 중요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서호수, 성주덕, 김영, 1789, 『국조역상고』, 권3 의상편 



96  민병희

번

호
문헌명

소간의 

종류
주요내용 서술적 특징

1 『세종실록』 

77권 (1437)

세종 

소간의

- 제작경위 및 관련자

- 소간의의 구조와 작동원리

- 정초(鄭招)의 소간의명(銘) 

- (환)기둥 재질 : 나무(樹)

- 사유환(四游環) : 四游 = 

四維 

2 『성종실록』 

248권 (1490)

세종 

소간의

- 소간의 구조와 작동원리

- 관측법 시연

- 소간의의 설치 및 천변 

관측에 관한 설명

3 『국조역상고』 

(서호수 등, 

1796)

세종 

소간의

- 제작경위 및 관련자

- 소간의의 구조와 작동원리

- 정초의 소간의명 

- 1의 내용과 거의 일치

- 주천도분 : 365.25도분

성종 

소간의

- 제작경위 및 관련자

- 최부(崔溥)의 소간의명(銘) 

- 환의 치수(지름) : 2척 

4 『서운관지』 

(성주덕, 1818)

성종 

소간의

- 제작경위 및 관련자

- 소간의의 구조와 작동원리

- 최부의 소간의명(銘) 

- 3의 내용보다 자세함.

5 『증보문헌비고

』 상위고 

(1903)

성종 

소간의

- 제작경위 및 관련자 - 3의 일부내용과 일치 

표 1. 소간의 관련 문헌자료

  문헌에 나타난 소간의의 구조는 『세종실록』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성

종 소간의는 세종 소간의에 의거해 만들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기 어렵다.  

밑받침(趺)은 정제한 구리로 하고, 도랑(水渠)을 둘러 수평을 정하고 남북의 

위치를 바루었다. 적도환의 전면에는 주천도분(365.25도)을 나누어 동서로 

운전(運轉)하여 칠정과 중외관의 입수도분(28수)을 헤아린다. 백각환은 적도

환의 안에 있는데, 면에는 12시100각을 나누어 낮에는 해시계로, 밤에는 

중성을 정한다. 사유환은 규형을 가지고 동서로 운전하여, 남북을 내렸다 

올렸다(低昻)하고 규측하기를 기다린다. 또한 기둥(柱)을 세워(樹) 세 환을 

꿰었다. 이를 비스듬히 기대면, 사유환은 북극에 준하고, 적도환은 천복에 

준한다. 곧게 세우면 사유(四維)가 입운이 되고, 백각이 음위가 된다.(趺以精

銅, 緣以水渠, 以定準平, 子午斯位. 赤道一環, 面分周天度分, 東西運轉, 以測

七政∙中外官入宿度分. 百刻環在赤道環內, 面分十二時百刻, 晝以知日晷, 夜以

定中星. 四游環持窺衡, 東西運轉, 南北低昻, 以待窺測. 乃樹以柱, 以貫三環. 

斜倚之, 則四游準 北極, 赤道準天腹. 直竪之, 則四維爲立運, 百刻爲陰緯.)

  위 『세종실록』의 기사에서와 같이 소간의의 구조는 밑받침의 영역과 환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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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소간의의 밑받침 영역에는 밑받침과 도랑과 환기둥 연결부가 있

고, 환 영역에는 눈금이 있는 3가지 환과 환을 연결하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성종실록』은 소간의의 구조를 다른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간의 아래에는 밑받침(砆)이 있고 그 상면의 가장자리에는 도랑을 파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 평형의 기준을 삼는다. 밑받침 위에 기둥을 세워 세 환을 

꿰어놓았는데, 그 기둥 위의 쌍환을 사유라고 합니다. 양면에는 거극도수를 

새겨 놓았고, 중간에는 규형이 있는데, 이것을 동서로 움직이고 남북으로 

오르내릴 수가 있어서 점후를 한다. 사유환 아래에 이중의 환이 있는데, 그 

안쪽의 환은 백각환이다. 상면에 12시 100각을 새겨서 낮에는 해시계로 밤

에는 중성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그 바깥쪽 환은 적도환(赤道環)이며 상면

에 28수와 주천도수를 새겼다. 동서로 움직여 칠정과 중외관의 입수도분을 

관측한다. 비스듬히 기울게 하면 사유환은 북극에 준하고 적도환은 천복(天

腹)에 준한다. 똑바로 세우면 사유환은 입운이 되고 백각환은 음위가 된다.

(小簡儀下有砆, 砆面緣以水渠, 卽以水準之使平也. 砆上竪柱, 以貫三環, 其柱上

雙環曰四游. 兩面刻去極度數, 中有窺衡, 東西運轉, 南北低昻, 以占候焉. 四游環

之下, 有環二重, 其內環卽百刻環也, 上刻十二時百刻, 晝以知日晷, 夜以定中星. 

其外環卽赤道環也, 上刻二十八宿及周天度數, 東西運轉, 以測七政中外官 入宿

度分, 斜倚之, 則四游準北極, 赤道準天腹, 直竪之, 則四游爲立運, 百刻爲陰緯.)

3.1. 밑받침 영역

  천문의기의 밑받침은 그 쓰임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존재한다. 소간의

의 밑받침은 趺, 砆, 跗로 나타내는데, 그 모양은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모양이며6), 

네 귀퉁이에 짧은 다리가 있는 형태이다. 간의, 일성정시의, 소정시의, 현주일구, 정

남일구, 천평일구의 밑받침도 모두 부이다. 그러나 앙부일구나 일부의 혼의, 혼상의 

경우, 조(槽)라고 하는 밑받침을 사용하는데, 이는 십자형 받침으로 내부에 도랑이 

교차한다. 그 밖에 용주가 있는 일성정시의(아마도 세종의 창제품으로 인식하여 왕

에게 헌정되었던 것으로 보임)의 경우, 밑받침을 대(臺)라고 하고 있고, 이 대의 모

습은 창경궁 관천대에 있는 대리석 상대(上臺)7)와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밑받침의 역할은 천문의기의 수평과 남북을 고정하는데 있다. 소간의에서는 이 

6) 최부의 소간의 명에는 ‘밑받침는 땅이 네모난 것을 본떴고, 둥근 테는 하늘이 둥근 것을 따랐다(跗法地方 環象

天圓)’ 라고 쓰고 있다.

7) 전상운 외, 1984,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1980-1985), 한국과학사학회지, 제6권, 제1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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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수평을 도랑으로 맞추고, 남북의 위치를 지남(철)로 맞춘다.8) 세종대 천문의

기의 수평을 맞추는 방법은 도랑(水渠)식과 현주(縣珠)식이 있다. 도랑식은 밑바탕

의 4면에 물 도랑을 만들어 수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기포수준계와 같은 

방식이다. 반면 현주식은 매달아 놓은 추 아래 십자선을 표시하여 추와 십자선을 

일치시켜서 수평을 맞추는 방식이다. 도랑식은 간의, 소간의, 일성정시의 등 대부분

의 천문의기에 적용되며, 현주식은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에 활용되고, 규표

의 표를 수직하게 세울 때에도 적용된다.  

의기명 밑받침 [치수]

      수평결정 방향결정

도랑(渠) 현주+십자선
과 위치

못(池)과 위치
[치수]

일성정시의 臺 [넓이:2척, 길이:3척2촌] ○ × ○

趺 ○ × ○

소(일성)정시의 趺 ○ × ○

소간의 趺 ○ × ×

현주일구 趺 [길이:6촌3분] × ○, 北 ○, 南

천평일구 趺 × ○, 北 ○, 南, 北

정남일구 趺 (단, Φ형) [길이:1척2촌5분] ○(단, 종축) ○, 北 ○, 中 [지름:2촌6분]

표 2. 『세종실록』에 기록된 천문의기의 밑받침의 구조와 특징 

  천문의기에는 남북을 맞추는 방법으로 정방안(正方案)과 못(池)이 있다. 정방안은 

중국의 간의에 적용되어 있고, 세종의 간의대에는 정방안과 간의가 한 묶음의 구조

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규표나 일성정시의, 현주일구, 정남일구, 천평일구에는 못

을 사용하고 있다(혼천설에 따르면 못(=물)도 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못에는 지남(指南)을 올려놓아 남북을 바루었을 것이다. 이 지남이 정남침

(Floating magnet)을 말하는지, 윤도(輪圖, 나침반)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소

간의에서는 못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실제로 못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소간의가 간

의를 간략하게 만든 것이므로 기록과 같이 못이 없을 수도 있고, 『성종실록』의 

김응기의 서계 중 소간의 관측을 말하면서 지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못이 있을 

수도 있다. 

8) 『성종실록』 248권(1490)의 김응기 서계(書啓)에는 ‘지남으로 남북의 방향을 정한다(以指南正南北)’라고 하여 

지남침(floating magnet) 또는 지남(나침반, 윤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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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趺)의 모양 (세종대왕기념관 

소장) 

   
그림 2. 조(槽)의 모양 (앙부일구 보물

845호,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3.2. 환 영역

  소간의의 환은 적도환, 백각환, 사유환으로 구성된다. 이들 3환은 기둥에 연결하

여 일체를 이루고 있다. 실록에는 이 환 영역을 밑받침에 고정하는 방법이 두가지

로 나타나 있다. 하나는 수직으로 세우고, 다른 하나는 환기둥의 축이 북극을 향하

도록 기울여 세우는 것이다. 환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면 적도환+백각환, 사유환은 

간의에서 각각 지평환과 입운환에 일치한다. 환기둥을 기울이면, 적도환, 백각환, 사

유환이 간의에서 각각 적도환, 백각환, 사유쌍환과 일치한다.9) 소간의에는 간의의 

후극환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반면 일성정시의에서는 주천도분환, 일구백각환+성

구백각환이 간의의 적도환, 백각환과 일치하고, 정극환이 간의의 후극환+정극환과 

일치한다. 이렇게 환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간의로부터 천변현상을 관측하는 소

간의와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하는 일성정시의의 구조를 추출할 수 있다.

  환기둥을 곧바로 밑받침과 연결하려면 다소간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 특히 환

기둥을 38도 ¼의 북극고도만큼 기울려 설치할 때, 환기둥의 길이가 짧으면 관측자

가 별을 관측하는데 불편하고, 반대로 길이가 너무 길면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밑받침에 환기둥을 연결하기 위해 매개 부속품, 일명 ‘지지기둥’이 필

요하다.10) 지지기둥을 이용하여 환기둥을 기울여 꽂으면, 북극과 적도에 환들이 일

치되어 현대천문학의 적도좌표계와 유사하게 된다. 또한 환기둥을 수직하게 꽂으면, 

입운과 음위(지평)에 환들이 일치되어 현대천문학의 지평좌표계와 유사하다.

 9) 김상혁, 1997, 세종대 소간의의 복원을 위한 기초설계와 모형제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10) 이용삼, 김상혁, 2002, 세종시대 창제된 천문관측의기 소간의, 한국우주과학회, 19(3)권,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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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통 천문학        현대 천문학

좌표 기준면 기준점 좌표 기준면 기준점

 지평계 개천 음위(지평) 자-정(子-正) 지평좌표계 지평면 북점

 천구계 혼천 천복(적도) 28수 수거성 적도좌표계 적도 춘분점

표 3. 전통 천문학과 현대천문학의 좌표계

  
  소간의에는 적도환, 백각환, 사유(쌍)환이 있다. 소간의에 대한 문헌에서 유일하게 

부속품의 치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적도환과 사유환으로 그 크기는 2척이다(표 2 

참고). 적도환 내부에는 백각환이 있어 적도환의 두께에 따라 백각환의 치수로 자연

스럽게 결정된다. 백각환은 환기둥에 고정되지만 밖에 있는 적도환은 백각환의 둘

레를 따라 회전한다. 사유환은 백각환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두 개 사유환이 

환기둥 축을 끼고 서로 접해 있으며, 환기둥 축에 대해 사유환이 회전한다. 사유환

에는 규형이 있다. 규형은 사유환의 중심과 같은 축으로 회전한다. 규형은 규관에서 

비롯되었는데, 기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양 끝에 목측이 가능하도록 작은 구멍을 가

진 판을 가지고 있다. 규측이라 함은 규형을 통해 천체를 관측한다는 의미이다. 

  3개의 환에는 각각 천변을 관측하거나 해시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

겨져 있다. 적도환에는 365.25도의 주천도분이 새겨져 있어, 칠정과 중외관 입수도

분을 측정할 수 있다. 칠정은 태양, 태음, 금성, 화성, 수성, 목성, 토성을 일컫는 말

이고, 중외관은 3원(垣) 28수(宿)를 의미한다. 세종대에는 원사(元史)의 천문지를 완

벽히 소화했기 때문에 적도환의 주천도분은 칠정산 내편의 적도수도를 따랐을 것으

로 여겨진다.11) 

방위 28수 
눈금

방위 28수 
눈금

도 분 도 분

동방 청룡

(39도20분)

각(角) 12 10
서방 백호

(83도 85분)

규(奎) 16 60

항(亢) 9 20 누(婁) 11 80

저(氐) 16 30 위(胃) 15 60

방(房) 5 60 묘(昴) 11 80

심(心) 6 50 필(畢) 17 40

미(尾) 19 10 자(觜) 0 05
기(箕) 10 40 삼(參) 11 10

북방 현무

(93도80분태)

두(斗) 25 20
남방 주작

(108도 40분)

정(井) 33 30

우(牛) 7 20 귀(鬼) 2 20

여(女) 11 35 유(柳) 13 30

허(虛) 8 95¾ 성(星) 6 30

위(危) 15 40 장(張) 17 25

실(室) 17 10 익(翼) 18 75
벽(壁) 8 60 진(軫) 17 30

표 4. 적도환 주천도 눈금에 새겨진 28수 적도수도 (단, 1도는 100분으로 표시) 

  

11) 나일성, 박성래, 이용삼 등, 1994, 과학기술문화재 간의 복원 설계용역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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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각환은 12시 100각이 새겨져 있다. 12시는 자, 축, 인, 묘, ... 의 12시진(時辰)

을 의미하며, 1시진은 8각 ⅓이다. 1시진은 초와 정으로 세분하며, 이러한 1반시진

은 오늘날 1시간과 거의 같다. 1반시진은 초각, 1각, 2각, 3각, 4각(=⅙각)으로 5등

분하므로, 총 4각 ⅙에 해당한다. 1각은 6등분하기 때문에, 1반시진은 25개의 ⅙각 

눈금이며, 100각이면 총 600개의 ⅙각 눈금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환기둥을 수직하게 세우면 사유환이 입운하게 된다. 『세종실록』의 소간의 기사

에는 四游를 四維로 피자(避字)하여 사유환이 24방위의 4유(四維)를 지시할 수 있

음을 암시하고 있다. 24방위에는 12지(支), 8간(干), 4유(維)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4유는 건(乾), 곤(坤), 간(艮), 손(巽)으로 각각 북서, 남서, 북동, 남동의 방향을 

말한다.12) 따라서 사유환이 방향을 지시할 때, 24방위의 눈금을 읽을 수 있으려면, 

백각환의 눈금에 24방위 눈금이 12시 100각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실록기

사의 백각환에는 12시 100각의 눈금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백각환의 눈금

에 24방위가 새겨져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斜倚之, 則四游準 北極, 赤道準天腹. 直竪之, 則四維爲立運, 百刻爲陰緯.

  사유환은 325.25도의 눈금이 두 개의 환에 그려져 있다. 이 들 눈금은 다시 반으

로 나누어 남극에서 북극으로 182.75도씩 좌우(동서)로 새겨져 있다(단 북극은 ¼도

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소간의에서 1도의 크기는 ¼도(0.25)를 표시하기 위해 적어

도 4등분하여야 한다. 실제로 표 6의 소간의로 관측한 혜성기록에는 ‘OO도 반’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사유환의 크기가 2척이므로 이를 고

려했을 때, 1도를 4등분으로 새기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반원의 눈금은 북극의 

⅛도를 포함하여 총 731개의 ¼도 눈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사 천문지에 따라, 사

유환 반원의 눈금은 남극에서 시작한다.13) 규측을 한 후 접안부 규형이 지시하는 

눈금이 곧바로 거극도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록 일자 양력일자 천체
          위치

비고
經 緯

성종21년

(247권)

11. 28 (1491)1. 8. 彗星(혜성) 危(위성) 11도 去極 75도 반 관측기록

성종21년

(248권)

12. 02 (1491)1. 11. 彗星(혜성) 室(실성) 4도 반 去極 84도 내외관상감

보고

표 5. 『성종실록』의 소간의를 활용한 관측기록

12) 이은성, 1985,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pp.91-92

13) 나일성, 박성래, 이용삼 등, 1994, 과학기술문화재 간의 복원 설계용역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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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간의의 작동원리와 관측방법

  
 『세종실록』에의 기사에는 ‘소간의는 낮에는 해시계로 밤에는 중성을 정한다(晝以

知日晷 夜以定中星)’라고 하였다. 이는 소간의가 시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달리 표현하면 소간의는 시간관측, 즉, 관상수시(觀象授時)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간의 작동원리나 관측방법에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간의를 하늘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즉 수평결정과 방향결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소간의의 수평은 앞

서 말했듯이 도랑으로 맞출 수 있다. 반면 환기둥을 기울여 설치할 때, 소간의의 환

기둥 축이 북극에 준하는가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방향결정을 위해 기울

려 설치할 때, 중요한 요소는 북극고도와 북극의 방향(방위각)이다. 당시 북극고도

는 38도 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은 간의를 제작할 때 먼저 목간의를 

이용하여 한양의 북극고도(즉, 위도)를 정확히 측정한 실록의 기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극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북극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북극 주

변의 천체를 이용하여 정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남을 이용하여 자북과 진북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간의나 일성정시의는 정극환을 이용하여 

천체관측을 통한 북극방향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정극환이 없는 소간의나 소(일성)

정시의나 현주일구 등은 지남을 이용하여 북극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즉, 진북과 자

북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간의대에 있는 정방안을 통해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표시하는 기

구가 있다면 이를 쉽게 소간의나 못이 있는 천문의기에 도입할 수 있다. 

  그림 3은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윤도 중에 하나인 목제로 만든 휴대용 윤도이

다.14) 이 윤도의 경우, 지름이 5.4cm, 두께 1.5cm로써, 주척을 207mm로 했을 

때15), 지름은 2촌 6분이 된다. 이 윤도의 크기는 표 3의 정남일구의 못의 크기와 우

연히도 일치한다. 또한 이 윤도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조 4년(1458) 이순지

(李純之), 김석제(金石悌)가 집필한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의 가령서(假令序)에는 

‘이제의 천문, 지리, 의약, 복서를 하고자 무릇 여러 수를 다스리는 책과 이 모두 알 

수 있는 지남을 만들어서 세상에 반포하니...(今欲於天文地理醫藥占筮 凡諸理數之書 

悉皆作指南頒)’라고 하여 천문, 지리 등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지남이 조선 초기에 제

14)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2004, 조선의 과학문화재, 서울역사박물관, p.110 (그림설명 인용 : 한가운데에 

지남침이 있고, 그 주변에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방위를 표시하였다. 지남침 좌우에 돌기가 있는 부분이 

남쪽을 가리킨다. 윤도는 총 4층으로 되어 있다. [서10098 - 신상정 기증])

15) 남문현, 2002, 장영실과 자격루 -조선시대 시간측정 역사 복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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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완비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조선시대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알 수 없지

만, 오늘날에는 자북이 진북보다 약 6.5° 서쪽으로 틀어져 있다. 그림 3의 윤도에서

도 3층과 4층에 두 자(子)가 서로 약 7°(또는 7.5°) 차이가 난다. 만약 그림 3의 윤

도 나침판 아래 그려진 선에 해당하는 방향을 자북(3층의 子)으로 한다면 4층의 子

는 동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는 광화방 관천대의 석대의 방향과 일치한다.16)

그림 3. 휴대용 윤도(서울역사박물관 소

장) 

   
그림 4. 광화방관천대 석대의 방

향(전상운, 나일성, 1983) 

  소간의가 수평과 방향에 맞게 설치되었다면, 앞서 기술했듯이 환기둥을 기울이거

나 수직하게 설치하여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기울여 설치할 때는 『성종실록』의 

김응기 서계(書啓)와 같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지금 소간의를 가지고 탁자위에 올려놓고 먼저 물로써 평형이 되게 해놓고 

또다시 지남으로 남북의 방향을 정해 놓은 다음, 그 규형을 가지고 동서로 

움직이고 남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혜성이 있는 곳을 안 다음에, 사

유환의 북에서부터 아래로 규형이 만나는 곳까지 계산하면 그 별이 멀고 가

까운 거극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환을 움직이지 않게 잡고서 

규형의 끝을 낮추어 백각환에 이르게 하여 종이로 표시해서 실수의 남쪽 대

성이 있는 곳을 기록해 놓은 다음, 적도환을 회전시켜 실수의 남쪽에 대성

을 표시해둔 곳과 서로 부합하게 하면 거기가 곧 실성(실수 수거성)의 1도

입니다. 그리고 실성의 1도에서 혜성을 표시한 곳을 계산하면 혜성이 몇 도

16) 전상운, 나일성, 1983, 동방학지, 4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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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혜성이 벽성(벽수 수거성)의 궤도 안으

로 옮겨 들어가면 마땅히 벽성으로 측정해야 합니다(今以小簡儀, 可置卓子

上, 先以水準平, 又以指南正南北, 以其窺衡, 東西運轉, 南北低昻, 以知彗星所

在然後, 數自四游環之北, 下至窺衡所値處, 則知其星之去極遠近度數矣. 堅持

四游環, 使勿擾動, 仾其衡端, 使至百刻, 環以紙標識, 以志室南大星所在然後, 

回轉赤道環, 使與室南大星標識處相合, 則乃室星一度也. 數自室星一度至彗星

標識處, 則知彗星幾度矣. 若彗星移入壁星度內, 則當以壁星測之)17)

  한편 환기둥을 수직하게 세우면, 특히 백각환에 24방위가 있으면, 방향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출이나 일몰의 해가 지는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작동원리는 이전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18) 

5. 세종 소간의와 성종 소간의

  
  세종 소간의보다 60년 후에 제작된 성종 소간의는 기존의 것을 다소 개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소간의의 제작경위에 관한 기사를 보면 구제(세종 소간의)를 

따르기는 하였지만, ‘이극배, 안침, 김응기, 최부 등이 제작법을 세웠다(領監事 李克

培 吏曹參判 安琛 都承旨 金應箕 弘文館校理 崔溥 等 立法)’고 하기 때문이다. 

  당시 실록의 정황을 보면, 하늘의 시간(天時)을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 곤란해 하

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관상감 관원의 천체관측 숙련도가 미숙해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지구자전의 세차운동에 의해 3원 28수의 도수가 다소간 변화된 것

이 당시 기록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세차운동은 1년에 약 50″.3 변하기 때문에 

약 72년이면 1도의 변화가 보인다. 셋째, 소간의는 천체관측으로 극축을 맞추는 부

속기구인 정극환이 없고 다소 부정확한 방법인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교정하여 설

치하기 때문에 천체관측의 불확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성종 소간의의 제작에 있어 ‘(제작)법을 세웠다’고 한 것은 세종 소간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세종 소간의의 세부제작방법

에 대한 문서가 없어, 성종대에 다시 제작법을 정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세종 소간의의 부족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성종 소간의에는 이

들 요소를 개선했을 여지가 있다. 

17) 『성종실록』 248권, 성종 21년(1490, 경술), 2월 임자일(5) 3번째 기사 

18) 김상혁, 1997, 세종대 소간의의 복원을 위한 기초설계와 모형제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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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세종 소간의 성종 소간의 의문점

밑받침 趺以精銅 小簡儀下有砆 
砆面緣以水渠

밑받침의 재질은 정제된 구리인가?

소간의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을까?

환기둥 乃樹以柱 以貫三環 竪柱以貫三環 환기둥의 재질은 목재인가?

사유환 四維爲立運 四游爲立運 사유환에 24방위가 새겨져 있는가?

못 × ×, 以指南正南北 못이 있었을까?

표 6. 문헌에서 나타난 세종 소간의과 성종 소간의의 차이점 

  표 6에서와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의 소간의 기사에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종실록』의 기사에서 소간의 아래 밑받침(砆)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밑

받침의 의미 부석(砆石)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19)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 

소간의 밑받침이 될 만한 평방석에 도랑이 있는 것이 없고, 남아있는 의기의 밑받

침(趺)은 그림 1과 같이 구리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소간의의 밑받침도 구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간의 아래(下)’라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세종실록』 일

성정시의 기사에서 ‘용의 밑에는 대가 있는데, 넓이는 2척이고 길이는 3척 2촌이며, 

도랑과 못을 만들었는데, 수평을 취한 것이다(龍下有臺, 廣二尺 長三尺二寸, 有渠有

池, 所以取平也)’라고 하였고, ‘모두 네 벌인데, 하나는 내정에 설치한 것으로 구름

과 용을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셋은 다만 밑받침(趺)이 있다. … 하나는 만춘전 동

쪽에 설치하고, 하나는 서운관에 하사하고, 둘은 동서 양계의 원수영에 나누어 하사

하였다(凡四件, 一置內庭, 飾以雲龍, 餘三件, 但有趺, … 一置 萬春殿東, 一賜 書雲

觀, 二分賜 東西兩界元帥營)’라고 하여 왕의 상징인 용이 조각된 일성정시의는 내정

(만춘전 동쪽)에 상징적으로 설치하였던 것 같다. 『세종실록』 소간의 기사에서도 

‘소간의 둘을 만들었으니, … 하나는 천추전 서쪽에 설치하고, 하나는 서운관에 하

사하였다.(作小簡儀二件 … 一置 千秋殿 西, 一賜書雲觀)’라고 하여 내정(천추전 서

쪽)에 설치한 것은 일성정시의와 유사하게 지지기둥에 용을 조각하고 상징적으로 

전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종실록』의 ‘小簡儀下有砆’은 세종대의 ‘천추전 

소간의’를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성정시의처럼 소간의도 명(銘)을 

새긴 것으로 보아 ‘천추전 소간의’는 용이 조각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물론 세종이 

하사한 ‘서운관 소간의’는 일반 관원이 다루는 의기이기 때문에 용 조각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세종실록』 기사에서는 환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성종실록』에는 

재질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다. 만약 성종 소간의가 개선되었다면, 환기둥이 소간

19) 이은희, 문중양, 2004, 『국조역상고』, 학술진흥재단, 학술면저번역총서-동양편 60,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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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다른 부속품과 같이 구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소간의의 백각환에는 24방위를 새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성

종실록』에는 표 7과 같이 24방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성종대의 소간의가 

주로 야간 천체관측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굳이 24방위를 나타내는 눈금이 불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성종 소간의에는 백각환에 24방위가 새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세종 소간의나 성종 소간의에는 못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성종

실록』에는 소간의를 설치할 때 지남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간의에는 못을 

존재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성종 소간의는 세종 소간의의 재질, 환의 눈금 등을 

개선한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6. 소간의와 관천대

  
  세종대 창제된 소간의는 조선 중기까지 국가의 주요한 천문관측기기였다. 표 7에 

정리된 서운관(관상감)과 관천대에 관한 기사와 같이 관천대에서는 소간의를 설치

하여 천체를 관측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관천대는 첨성대이고, 관천대는 소간의

대라는 공식이 완성된다. 실제로 실록이나 『증보문헌비고』에는 현종, 숙종, 영조, 

정조대에 있었던 첨성대에 관한 기사가 종종 보인다. 

  소간의가 창제된  세종 16년(1434)에 소간의가 관천대에 처음 설치된 시기일 것

이다. 표 7에 의하면, 세종 2년(1420)에 처음 관천대가 건설되고 12년 후에 간의대

가 건설되고, 간의대 건설 2년 후에 소간의가 관천대의 주인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당시 서운관은 이미 두 개가 존재한 듯 보이며, 성종대에는 내외관상감으로 불

렸던 것 같다. 『서운관지』에 따르면 관상감 중 하나는 북부 광화방에 있었다. 

  당연히 서운관(관상감)이 관천대를 주관하였다. 관천대가 반드시 서운관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업무의 효율상 지근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서운관이 궐

내에 있으면 관천대도 궐내에 있고, 반대로 서운관이 궐외에 있으면 관천대도 궐외 

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호문 관상감이나 개양문 관상감의 경우 본감 남쪽

에 관천대가 있었다.

  그렇다면 광화방 관상감의 위치가 어디였으며, 이 관상감의 관천대는 어디 있었

을까? 조선초기 이후, 궁성이 있는 한양(한성부)은 정도전이 정한 5부 49방의 부방

제(部坊制)에 따라 관할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단종 2년(1452)에 편찬된 『세종

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동부 12방, 남부 11방, 서부 8방, 북부 10방, 중부 8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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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내용 비고

『태종실록』21)

(1417)

관천대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예조에서 서운관의 정문에 의거

하여 아뢰기를, “예전에 천자는 영대가 있어 천지를 측후하였

고,” …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命築觀天臺 禮曹據書雲觀呈啓, “古者天子有靈臺,… 從之 然事

竟不行)

관천대를 건설하려 

했지만, 시행하지 않음.

『연려실기술』
22)(1801-1834)

세종 2년 경자(1420) 3월. 성상이 내관상감을 설치하여 첨성

대를 세우기를 명하고, … 성상이 때때로 혼자 미행하여 친히 

첨성대에 임하여, (世宗二年更子三月 上命設內觀象監 建瞻星臺 

… 上有時微行親臨瞻星臺)

내관상감(?)23) 첨성대 

건설(1420)

『세종실록』24) 

(1421)

서운관에 간수했던 천문비기를 궐내로 옮겨 들이게 하였다.(盡

入 書雲觀所藏 天文秘記 于 內)

궐외 서운관이 존재했음.

『세종실록』25)

(1432)

그 간의대(簡儀臺)는 승지 김돈(金墩) 이 기록을 지었는데, 이

르기를, “선덕 7년 임자년 가을 7월일에 성상께서 경연에 거

둥하여, … 호조 판서 안순(安純) 에게 명하여 후원(後苑) 경회

루 북쪽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드니,(其簡儀臺 則承旨金墩 作記

曰: 宣德七年 壬子秋七月日, 上御經筵 … 乃於後苑 慶會樓之北, 

築石爲臺)

간의대 건설(1432)

『신증동국여지

승람』26) 

(1530)

‘관상감은 상의원 남쪽에 있고, 하나가 북부 광화방에 있다.(本

監 一在尙衣院南 一在北部廣化坊)

2개의 관상감27)

『서운관지』28)

(1818)

○ 본감의 하나는 경복궁 영추문 안에, 다른 하나는 북부 광화

방에 있으며, 광화방에는 관천대가 있다. 중간에 병화를 만나

서 창경궁 금호문 밖과 경희궁 개양문 밖에 다시 세웠으며, 모

두 관천대가 있다.<관천대의 속명은 첨성대라고 한다.> (本監 

一在景福宮迎秋門內 一在北部廣化坊有觀天臺 中遇兵燹改建 於

昌慶宮之金虎門外 慶凞宮之開陽門外 皆有觀天臺<俗名曰瞻星

臺>)

○ 숙종 무진년(1688)에 영감사 남구만이 몸소 터를 살펴 관

가를 처음으로 세우니 이것이 금호문 밖의 본감이다. … 개양

문 밖의 본감은 임오년(1702)에 창건되었다. (肅宗戊辰 令監事 

南九萬 躬審基址 刱設官衙 乃金虎門外本監也 … 若開陽門外本

監 則 刱建在於 壬午)

…

○ 관천대는 청사의 남쪽에 돌을 쌓아서 대를 만들고 돌난간

으로 둘 으며, 평평하고 네모난 돌을 가운데 놓았다. 측후할 

때 소간의를 그 위에 안치하므로 소간의대라고도 부른다.(廳事

之南 築石爲臺 繚以石欄 顚置平方石. 凡測候時 安小簡儀於其上 

故亦名小簡儀臺)

(병화이전)

경복궁 관상감 

 - 간의대(?) (1432)

북부광화방 관상감 

 - 관천대 (1420 ?)

(병화이후)

금호문 관상감(1688)

 - 관천대 (1688 ?)

개양문 관상감(1702)

 - 관천대 (1702 ?)

관천대=첨성대

관천대=소간의대

『동국지지』29)

(숙종대/고종대)

[간의대 기사 중]또한 창덕궁 서쪽 산속에 첨성대를 세워 소

간의를 놓아 하늘을 관찰하고 기침을 살피고 운물를 관찰하였

다.(又犵昌德宮西麓 起瞻星臺 置小簡儀 觀天象 察氣祲 候雲物)

첨성대=소간의대

표 7. 서운관(관상감)과 관천대(첨성대)에 관련된 문헌

20) 북부 10방은 광화(廣化), 양덕(陽德), 가회(嘉會), 안국(安國), 관광(觀光), 진장(鎭長), 명통(明通), 준수(俊秀), 

순화(順化), 의통(義通)이고, 중부 8방은 징청(澄淸), 서린(瑞麟), 수진(壽進), 견평(堅平), 관인(寬仁), 경행(慶

幸), 정선(貞善), 장통(長通)이다.

21) 태종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9월 정사일(5) 1번째기사

22) 이긍익, 1801-183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15권 천문전고(天文典故), 첨성(瞻星)편. 『연려실기

술』은 연려실 이긍익(李肯翊:1736~1806)이 400여 가지에 달하는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한 조선시대 야사총서(野史叢書)이다.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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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내용

『세종실록』30)

(1423)

경복궁 즉, 중부 수진방·징청방·관광방·순화방·의통방과 서부 적선방에서, 

창덕궁 즉, 북부 양덕방·광화방과 중부 정선방·경행방에서, 수강궁(창경궁) 

즉, 동부 연화방·서운방·덕성방·연희방에서 관령한다.(景福宮則 中部壽進坊

ㆍ澄淸坊ㆍ觀光坊ㆍ順化坊ㆍ義通坊, 西部積善坊, 昌德宮則 北部陽德坊ㆍ廣

化坊, 中部貞善坊ㆍ慶幸坊, 壽康宮則東部蓮花坊ㆍ瑞雲坊ㆍ德成坊ㆍ燕喜坊

管領)

『동국여지지』31)

(현종대)

창덕궁은 북부 광화방에 있다.(昌德宮在北部廣化坊)

『정조실록』32)

(1788)

북부의 광화방·양덕방·가회방·관광방·진장방에는 계의 이름이 없으니 본동

의 속명대로 광화방 원동계, 양덕방 계생동계, 가회방 재동계, 관광방 부계, 

진장방 삼청동계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北部廣化坊·陽德坊·嘉會坊·觀

光坊·鎭長坊, 無契名, 依本洞俗名, 廣化坊苑洞契, 陽德坊桂生洞契, 嘉會坊齋

洞契, 觀光坊部契, 鎭長坊三淸洞契, 施行爲宜)

표 8. 창덕궁의 관할구역

  
   표 8에는 조선 초기와 중기이후의 창덕궁의 주소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세종

실록』에는 창덕궁이 북부 양덕방, 북부 광화방, 중부 정성방, 중부 경행방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는 창덕궁이 북부 광화방

으로 되어 있다. 즉 창덕궁 어딘가에 존재해도, 관천대를 포함한 관상감은 북부 광

화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부 광화방 관천대의 정확한 위치를 판별하기 

어렵다. 다만 『연려실기술』 별집 15권 <천문전고> 의상편에 ‘만력 갑인년(광해군 

6년, 1614)에 이충이 역사를 감독하여 흠경, 보루 2각을 창덕궁에 세웠다가, … 보

으로 되어 있다.  

23) 조선 건국 75년 후인 세조 12년(1466) 정월대보름날에는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이라 개칭하였다. (『세조

실록』 38권, 세조 12년(1466, 병술) 1월 무오일(15) 1번째기사)

24)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1421, 신축) 7월 임술일(2) 4번째기사

25)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4월  갑술일(15) 3번째기사

26) 전상운 외, 1984,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1980-1985), 한국과학사학회지, 제6권, 제1호, p.104-105. 

성종 12년(1481)에 왕명에 의해 노사신(盧思愼), 강희맹(姜希孟), 양성지(梁誠之) 등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

地勝覽)을 50권으로 편찬하고, 성종 17년(1483)에 55권으로 재편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

승람을 중수한 것으로 중종 25년(1530)에 이행(李荇), 윤은보(尹殷輔), 신공제(申公濟), 홍언필(洪彦弼), 이사

균(李思鈞) 등이 완성한다.

27) 『성종실록』 248권, 성종 21년(1490, 경술), 12월 경술일(3) 4번째기사. ‘내외관상감에서 서계하다(內外觀

象監書啓)’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2개의 관상감을 각각 내관상감, 외관상감이라 불 고, 동국여지승람이 편

찬된 성종 12년 이전에 2개의 관상감 체제가 갖추어진 듯 하다.   

28) 성주덕(成周悳), 1818, 『서운관지』(書雲觀志), 권지1 중 관해(官廨)편

29) 『동국지지』, 한성부(漢城府)편 경도(京都)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동국지지』(경古951-D717)를 숙

종대(1675-1720)의 지리지로 추정하고 있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으며, 왕의 별

궁이다(昌德宮在景福宮東 王之別宮)’기사로 보아 고종대(1864-1906)의 지리서로 여겨진다.  

30)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1423, 계묘) 6월 병자일2(27) 4번째기사

31) 김미양, 1998, 서지학연구, 6편 pp.385-409. 10책 9권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현종대(1659 

~1674)에 반계(磻溪) 유형원(柳馨遠)이 편찬한 지리지로 추정된다. 

32)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1788, 무신) 10월 갑진(16일)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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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각은 지금까지 시강원 동쪽에 있는데, … 또 지금 관상감은 성종 때의 소간의가 

남아있다.(萬曆甲寅 李冲董役 建欽敬報漏二閣于昌德宮 … 報漏閣則今猶在侍講院之

東 … 又今觀象監 有成宗朝所製小簡儀)’라고 하여 관상감이 보루각 근처인 시강원 

주변에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7. 결 론

  
  지금까지 소간의로 추정되는 뚜렷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종 문

헌에 따르면 소간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관측기기임이 분명해진다. 소간의는 

세종의 천문의기 개발 시기에 처음 창제되었고, 성종 연간에도 추가 제작되었으며, 

관천대의 주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소간의는 작은 간의이면서, ‘관상수시’의 이념을 잘 도입한 천문의기이다. 소간의

의 밑받침은 수평을 정하는 도랑이 있었고, 지남을 이용하여 천구의 방향을 정했다. 

본 연구에서 자북과 진북의 차이를 정할 수 있는 지남이 조선초기부터 표준화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소간의의 환은 적도환, 백각환, 사유환으로 구성되는데, 환을 꿰

는 기둥을 수직으로 또는 기울려 설치함으로써 현대 천문학의 지평좌표계와 적도좌

표계와 유사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었다. 소간의는 밑받침과 환을 있는 지지기둥이 

있었으며, 임금에게 헌정된 소간의에는 이 지지기둥에 용으로 장식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혼천의(또는 선기옥형), 간의와 더불어, 소간의는 동양의 전통 천문관측기기의 맥

을 잇고 있다. 혼천의가 천구의 구조를 모사한 천문관측기기라고 하면, 간의는 혼천

의의 관측기기적 특성을 집약하여 재설계한 혁신품이었고, 소간의는 간의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구조를 재해석하면서도 고대중국(舜朝이후)을 포함한 동양천문학 이념

인 관상수시의 전통을 추구한 창제물이었다.     





주요 연혁

1974 국립천문대 설립

1978 국립천문대 소백산 천문대 준공

1992 GPS 관측소 설치

1996 보현산천문대 준공

1999 한국천문연구원 (독립법인) 

2003 레몬산 천문대 완공

2008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KVN 준공

2009 25m GMT망원경 국제공동개발 협약

한국천문연구원은 1974년 설립 이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

습니다. 천체관측과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규명하고 있으며, 대형 망원경과

우주 관측기기 등을 개발하여 연구범위와 관측 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제1회 고천문워크숍“한국의 고천문학 및 천상열차분야지도”
2008년 고천문 연구그룹 신설
2008년 제2회 고천문워크숍“하늘이 열린날 천문을 얘기하다”
2009년 국가참조표준센터 천문역법 데이터센터 지정
2009년 제3회 고천문워크숍“한국의 전통 천문의기(儀器)”

연 혁

고천문연구그룹 (Historical Astronomy Research Group)

국가천문업무 고천문연구

천문의기 복원/연구





Institute for Korean History of Astronomy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천문학을 사랑해 왔으며, 옛 왕조들은 하늘의 과학, 천문학을 국가 최고 학문

의 하나로 중시해 왔습니다다. 비록 우리 선조가 남긴 많은 유산 중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

분이지만, 여전히 많은 미개봉 유물과 기록이 우리의 진지한 연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召南 天文學史硏究所는 고 소남 유경로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천문학사와 고천문학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산실이 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문의 발전이란 수십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는 일

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여야 학문 후속세대를 꾸준히 발굴, 보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소중한 학

문 분야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남 연구소는 이러한 뜻깊는 노력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고천문학 및 천문학사연구

·학술 정기세미나 개최

·천문학사 보급

·고천문학 및 천문학사 연구자 배출

·고천문 용어집 편찬

·한국 천문학사 편찬 (전통시대/현대)

·천문 역법
(2006.06-2007.11.)

·전통 천문도
(2008.01-2008.11.)

·전통 천문의기
(2008.12-2009.12.)

http://ikha.or.kr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75-7 
하버드 오피스텔 409호
☏ 02-872-9197

2005. 9. 23.

2007. 4. 13.

2007. 1. 19.

2007. 10.

2007. 10.

2007. 12.

소남천문학사 연구소 개소

한국천문학회-소남고천문학 특별세션

제1회 소남 심포지움 개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천문도’

한국천문학회 부설 연구소 의결 승인

(사)한국천문학회 소남학술상 제정, 제 1회 수여식

한국의 전통과학-천문학(국문), Korean Traditional Science-Astronomy( 문) 발간 (박창범 저)

설 립 취 지

주 요 연 혁

사 업 내 용
정기세미나

* 본 연구소는 유경로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출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여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운 됩니다.

소남천문학사연구소









한국의 통 천문의기( 器)

□ 인쇄․발행 : 2009년 11월

□ 발  행  처 : 소남천문학사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 편  집  인 : 민병희, 양홍진

□ 인      쇄 : 세종디자인 (042) 822-1449

비매품  ISBN 978-89-955622-9-1

※ 이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발행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