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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y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issued from 1896 to 1930.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a lot of changes in Korean almanacs because of adaption of solar
calendar and changing of standard meridian. The name of calendar had been changed
several

times

in

this

period

such

as

Myeongsiryeok

(明時曆),

Ryeok

(曆),

Joseonminryeok (朝鮮民曆) and Yakryeok (略曆). The standard meridian of E 127° 30′
was officially determined in 1908. And it was changed to E 135° in 1912 which was
applied to the almanacs in 1913.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contain time of sunrise, sunset, solar and lunar
eclipses according to the observer’s location. We compared the time of astronomical
phenomena in almanacs with calculation results using modern astronomical methods.
There are some great changes starting from 1913 in almanacs. We analyze astronomical
phenomena containing the almanacs and find 30minutes time-shift of sunrise and sunset,
compare with modern calculations. The time-shift caused by difference of standard
meridian. The time of the conjunction of the moon and sun have time shift of 60
minutes, and this might caused by adaption of standard meridian of E120° (near
Beijing, China). Korean traditional almanacs have changed into modern ones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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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말 1896년부터 1930년까지 한국의 역서의 계제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사
적으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1896년에 태양력을 시행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8년과 1912년 표준자오선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역서의 내용과 형태에 많
은 변화를 주었다. 아울러 역서를 편찬하고 간행한 기관 및 직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 기간은 조선의 전통적인 역서와 현재 발행되는 현대 역서 사이의
변화의 시기로서, 역서의 계제내용 가운데 각종 천문현상, 시각법, 표준자오선 등이
조선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점차 현대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1896년부터 1930년까지의 기간 중 역서(曆書)에 매년 기재되어
있는 일출몰시각, 합삭시각, 월출몰시각, 일월식, 24기 입기시각 등 천문현상의 자료
들을 정리하여 역서에 사용된 용어 및 내용을 현대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역서에 기재된 천문현상 자료들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과 상호 비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천문현상의 정확도 규명을 통하여 1896년부터 1930년까지
35년간의 역서에 기재된 천문학적인 현상 중 각 항목의 정의와 일력자료의 계산 기
준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역서(曆書)의 천문자료 내용과 검토
조선에서 시헌력으로 발행한 역서에는 달의 대소, 1년간의 총일수, 일출몰 시각
및 주야(晝夜) 길이, 24기 입기시각, 삭(朔)ㆍ현(弦)ㆍ망(望) 시각이 기재가 되어 있
다. 그러나 태양력을 시행한 1896년 이후의 역서 하단에는 음력일(陰曆日)에 해당하
는 양력일(陽曆日)과 요일(曜日)을 기재하였다. 1909년 이후부터는 일식(日食)과 월
식(月食), 달의 위상모양을 비롯하여 월표(月表), 일요표(日曜表), 윤표(閏表)가 기재
되고, 1915년부터는 월출몰(月出沒)시각이 추가 되었다(안영숙 1997). 행성에 관한
사항은 유일하게 1940년 역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성일면통과(水星日面通
過)」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40년 약력부터는 음력일이 완전히 사라지고
양력일만 기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천관측소의 일출몰시각 뿐만 아니라 전국각
지의 일출몰, 일남중(日南中) 시각, 월령(月齡)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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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서에 기재된 일력자료의 계산 기준위치와 표준 자오선
한국은 현재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한 표준 자오선으로 채택하여 세계 협정시
(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보다 9시간 빠른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하고 있
다. 이 시각은 1908년부터 동경 127° 30′(한양, Seoul 기준)을 한국의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한 것과는 약 30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표준자오선은 이후 몇 차례 변경되
었는데,

1912년 1월 1일 부터는 동경 135°로 변경되었으며<조선총독부 관보 제367

호(고시 제338호)>, 이후 동경 127° 30′으로 변경되었으나<대통령령 제876호> 1961
년 8월 10일부터 다시 동경 135°를 표준 자오선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제676호, 법률 제3919호>.
1913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역서의 속표지에는 일력자료의 계산 기준위치와 표
준 자오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월출몰과 일월식의 계산 기준 위치는
1926년까지는 인천관측소(동경 126° 37′39″, 북위 37° 28′29″)로 되어있다. 그러나
1927년부터 1929년까지 3년간은 잠시 경성(京城)이었다가 1930년부터 다시 인천으
로 바뀌었다.
역서에 기재된 천문현상자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출몰(日出沒)시각은 지평선상
에서 태양의 가장 윗부분이 보이거나 사라지는 시각으로(日用便覽 1936) 현대 역서
에 기재되어 있는 일출몰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월출몰(月出沒)시각은 다른데, 현재
는 태양의 가장 윗부분이 달의 가장 윗부분이 지평선상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각
이나(한국천문연구원 2012) 당시의 자료에는 달의 중심이 지평선상에 보이는 시각
이다. 또한 일남중은 태양과 달의 중심이 해당 지역의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으로
현대의 정의와 같다(日用便覽 1936).
달의 월령(月齡)은 1937년 약력(略曆)부터 나타나는데, 월출몰 바로 위에 기재되
어 있다. 월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달의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현대의 역
서에서 월령(月齡)의 정의는 바로 직전 합삭(合朔)시각으로부터 매일 오후 9시까지
의 시간으로 1일 단위로 표시를 한다. 그러나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당시 월령의
정의는 합삭으로부터 매일 정오(正午)까지의 일수(日數)이다(日用便覽 1936). 또한
역면에 기재된 월령은 일수(日數)로 나타내었으며, 삭(朔)이 든 날의 이튿날부터 숫
자 1부터 시작하여 정수(正數)로 증가한다.
1895년에는 11월 17일을 개국(開國) 505년(1896) 1월 1일로 하는 태양력을 발표
하였으며, 1896년부터 양력을 기준으로 한 역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
안은 시각법도 변화되었는데 효종5년(1654) 시헌력법(時憲曆法)이후 시행된 12시진
(時辰) 96각법(刻法)에서 현행시각과 동일한 방법인 24시간법(時間法)으로 표기를 하
였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준 자오선의 사용, 태양력시행, 시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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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4. 천문자료 분석
역서에 수록된 천문자료 가운데 1908년 동경 127° 30′을 기준으로 한 표준 자오
선 사용 이후인 1909년부터 1930년까지 20년간의 일출몰과 합삭시각, 일식, 24절기
입기시각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역서에 수록된 일력자료의 계산 기준위치

와 기준 자오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역서에 사용된 시각은 시태양시인
경우, 일출몰 시각은 관측자의 위도만 중요하며 표준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역서의
일출몰 시각을 분석함으로서 관측자의 위도를 비롯하여 경도까지 알 수 있다.
합삭시각은 UT(세계시)를 사용할 경우 관측자의 위치와 무관하게 세계의 공통적
인 시각이 된다. 그러나 역서에 기재된 시각이 시태양시나 지방시일 경우의 합삭시
각은 지역의 위치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표준시가 도입되기 전의 역서에 수록된 합
삭시각은 일력 계산의 기준 자오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천문자료들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값에서 당시
역서에 기재된 시각을 뺀 값이다. 여기에서 계산에 사용한 기준 경도는 경복궁이
위치한 지점(동경 126.97°, 북위 37.56°)이며, 동경 135°를 표준 자오선으로 하는 한
국 표준시를 의미한다. 즉, 현대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일출몰과 합삭시각의 값을 역
서에 기재된 시각과 편차(偏差)를 살펴보면 일력자료의 계산 기준위치와 기준 자오
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출몰의 정의는 해발 고도 0인 지점에 위치한 관측
자가 보았을 때 태양의 가장 윗부분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으로 정하였다. 즉 지평
선에서의 대기 굴절 효과까지 고려하여 태양의 중심부분의 고도가 -50′에 도달하는
순간을 일출몰 시각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과 2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값에서 1909년부터 1930년까지의 역서
에 기재된 시각을 뺀 값으로 시각의 편차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가로 축은 년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시간간격으로 분을 나타낸다.
그림 1과 2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913년을 기점으로 일출
몰시각의 편차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913년부터는 편차가 0에 가까운데 변
동의 범위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13년을 기점으로 일력자료에 활용된
표준 자오선과 오늘날 사용하는 표준자오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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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서에 기재된 시각과 현대 방법

그림 2. 역서에 기재된 시각과 현대 방법

으로 계산한 값의 일출몰(日出沒)

으로 계산한 값의 합삭(合朔) 시

시각의 편차. 1913년 이후 그래

각의 편차. 1913년 이후 그래프

프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1912년 이전까지는 일출몰시각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30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편차의 평균값은 서울에서의 표준시와 지방시 사이
의 시차와 거의 같은 값이다. 약 +30분의 편차를 보이는 구간을 확대하여 살펴보면,
균시차(均時差) 곡선을 뒤집어 놓은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균시차는 시태양시와 평
균태양시의 차이이다. 시태양시는 태양의 부등속도 운행이 그대로 반영되어 시각이
균일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 평균태양시는 천구상의 적도를 등속도로 운행하는
평균 태양의 위치를 반영한 시각으로 거의 균일하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1913년 이
전의 일출몰시각의 편차가 균시차 곡선과 유사한 것은 역서에 기재된 시각이 시태
양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1 에서 1913년 이후에도 일부 기간에는 작은 변화
가 있는데, 일력 계산의 기준점이 여러 차례 변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편차의 값이
0에 걸쳐 있는 것은 계산 기준위치가 경성(서울)을 뜻하며, 0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
가 있는 것은 기준위치가 서울보다 서쪽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점을 추정해 본 결
과 앞에서 인천관측소에서 발행된 일력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의 계산 기준위치는
1913년부터 1926년까지는 인천이었고, 1927년부터 1929년까지 3년간은 잠시 경성이
었다가 1930년부터는 다시 인천관측소였음을 밝혔다. 즉, 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
력의 시각 기준위치 설명과 그래프의 값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달의 합삭(合朔)이 있는 날을 음력 초하루로 정하였으며, 달의 합삭
일로 부터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합삭일 까지가 음력의 한 달이 되었
다. 역서의 상단에는 합삭(合朔), 상하현(上下弦), 망(望) 시각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1909년 역서부터는 달의 위상변화 그림을 추가 하였다.
그림 2는 1909년부터 1930년까지의 합삭(合朔) 시각의 편차를 보여 주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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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합삭 시각은 지구 중심 좌표계에서 해와 달의 황경(黃經)이 일치하는 순간을
말한다. 합삭시각은 일출몰 시각과 마찬가지로 1913년을 기점으로 그래프의 값이
크게 달라진다. 1913년 이후의 편차는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는 역서에 반영된 시각
체계가 현재 한국의 표준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3년 이전의 합삭시각
은 같은 시기의 일출몰시각과 달리 두 배에 달하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합삭
시각의 계산 기준 자오선이 한양(서울)을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합삭시각은
일출몰 시각과 다른 표준 자오선을 썼음을 알 수 있는데, 합삭시각의 편차가 +60분
이라는 것은 당시 일력의 계산 기준 자오선이 동경 120°의 근처를 지나감을 알 수
있다. 동경 120°는 현재 중국 북경 근처로 당시 중국의 수도였다. 합삭시각은 달의
대소(大小)와 날짜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에 동지사(冬至使)를 보
내 중국에서 역서를 받아와서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
며, 또한 중국과는 정치적인 외교문제로 많은 상호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당
시 시헌력법에 따른 합삭시각 추산을 위한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서울의 자오선
을 기준으로 추산된 합삭시각을 인위적으로 보정한 데에 따른 결과인지는 더 연구
가 필요하다.
일식과 24절기 입기시각도 일출몰과 합삭시간과 마찬가지로 1913년을 기점으로
일력계산의 기준위치가 동경 135°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역서의 표준 자오선은 몇 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1913년 이후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한국에서 1896년부터 1930년까지 발행한 역서는 태양력시행, 시각제도, 표준자오
선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역서의 내용과 형태를 비롯하여, 역서에 기재된 천문자료,
편찬을 담당한 기관과 직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계제된 천문자료의
내용은 일월출몰(日月出沒)시각, 주야(晝夜)시간, 삭현망(朔弦望)시각, 24절 입기시각,
일월식(日月食), 월령(月齡)등이 기재되어 있다.
역서에 기재된 일력의 정의와 기준을 살펴보면 일출몰시각의 정의는 현대와 같
았으나 월출몰시각은 현대와 달리 달의 중심이 지평선상에서 보이는 시각으로 정의
가 되어 있다. 이 계산 기준의 정의는 1947년 역서부터 달의 가장 윗부분으로 변경
되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시각법이 오늘날 사용하는 시각법으로 기재하기 시작한
시기를 역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12시진(時辰) 96각법(刻法)으로 표기 하
였으나 1909년 역서부터 현행시각과 동일한 24시간의 시각법으로 표기를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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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첫 공식적인 표준시 사용은 1908년 4월1일부터이며, 동경 127° 30′을
한국의 표준 자오선으로 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적인 표준시를 처음
사용하는 것과 또한 이를 공식적인 반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후 1912
년 부터는 동경 135°를 우리나라의 표준 자오선으로 정하였다.
역서에 수록된 천문자료 가운데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일출몰과 합삭시각,
일식, 24절기 입기시각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1909년부터 1930년까지 역서에 수록
된 일력자료를 계산하는 기준위치와 표준 자오선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두 191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13년 이후부터는
일력자료에 활용한 표준 자오선과 오늘날 사용하는 표준자오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또한 표준 자오선은 1913년을 기점으로 시태양시에서 평균태양
시로 바뀌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천문현상 자료들을 가지고 현대적
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각각의 천문자료의 정확도와 계산의 기준 및 정의를 검증 하
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더 많은 기간의 출판된 역서들을 확장하여 자
료들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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