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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혼상 모델 설계와 제작

김상혁1,2, 양홍진1, 민병희1, 안영숙1, 최고은1,2, 함선영1,3

1한국천문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충북대학교

astro91@kasi.re.kr

1. 개요

   한국천문연구원(이하 ‘본원’)에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옛 성도들과 관측의기 

등을 꾸준히 복원해 오고 있다(김상혁 등, 2013). 그 중 본원 앞뜰에는 세종시대 

간의와 규표가 2000년과 2011년에 각각 복원되어 상징적인 천문의기(天文儀器)로 

자리매김 해왔다. 본원에서는 간의(簡儀)와 규표(圭表) 복원 이외에도 혼상(渾象) 복

원을 집중해 왔다. 이는 전통 천문학을 계승하는 것으로 천체관측기기인 간의, 1년

의 길이와 24기를 확정하기 위한 규표, 관측 성도인 혼상을 한 곳에 집중 조성하여 

조선의 전통 천문대 시스템 완성이라는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혼상은 오늘날의 천구의(天球儀) 또는 천체의(天體儀)라고 불리우는 천구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혼상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혼상

은 동․서양 천문 관측 등에서 사용한 중요한 천문기기였다. 조선에서는 퇴계 이황 

혼상(도산서원 소재)만 전해질뿐, 현존하는 유물은 찾아볼 수 없다.  

2. 조선의 혼상과 작동 메커니즘

   세종대 혼상은 둥근 구(球)로 몸체를 만들고 남북의 극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

록 하였으며 수력을 이용한 수격식(水激式)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렸다. 구의 둘

레의 종횡(縱橫)으로 도수(度數) 표시하였는데 적도(赤道), 황도(黃道), 하늘의 별들

을 그려 넣어 별들의 뜨고 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태양의 위치를 황도상에서 

움직이게 하여 시간과 계절에 따른 태양의 운행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실록』제77권: 세종 19년 4월 15일(갑술) 

… 표 서쪽에 작은 집을 세우고 혼의와 혼상을 놓았는데, 혼의는 동쪽에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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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서쪽에 있다. 혼의의 제도는 역대에 같지 아니하나, 이제 《오씨서찬(吳氏書

纂)》에 실린 글에 의해 나무에 칠을 하여 혼의를 만들고, 혼상의 제도는 베[布]

에 칠을 하여 몸통을 만들되 둥글기는 탄환(彈丸) 같고 둘레는 10척 8촌 6분이

다. 종횡으로 하늘 둘레의 도․분을 그렸는데, 적도는 중간에 있고 황도는 적도의 

안팎에 나들되 각각 24도가 약하다. 중외관성(中外官星)이 두루 벌여 있어 하루

에 한바퀴를 돌고 1도를 더 지나간다. 노끈으로 해를 얽어 황도에 매고, 매일 1

도씩 물러나서 행하여 하늘의 행함과 합하였다. 물을 이용하여 기계가 움직이는 

공교로움은 숨겨져서 보이지 아니한다. 

세종 19년 4월 15일(갑술)의 기록은 혼상의 구체적인 제원을 언급하고 있다. 혼

상의 구(毬)는 베에 칠(漆)을 하였다. 구의 내부 구조에 대하여 지지대와 지지축 형

태와 개수 등은 알 수 없다. 혼상의 외형크기는 10尺 8寸 6分1)의 둘레를 갖는다. 

1척 = 207mm (남문현 1995)로 환산해 보면 2248.02 mm에 해당하므로 구의 지

름은 

2248.02 / π = 715.56 mm ≒ 71.6 cm

가 됨을 알 수 있다.

천구 경위선의 경우 종횡(縱橫)으로 도분(度分)을 그린 것으로 보아 경선(또는 

자오환의 눈금)과 적도와 황도의 도분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주천

도인 365.2575도에서 1도(度)의 세부 눈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몇 개의 눈금을 

묶어서 표현했는지 알 수 없다.2) 그리고 별을 새겨 넣을 때 어떠한 성도(천문도)를 

가지고 그려 넣었는지 즉, 별자리와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각석(1395년 제작)할 때 활용

한 자료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혼상 위에 그려진 적도와 황도의 교각은 ‘24도약(二十四度弱)’으로 표현하였다. 

약(弱)3)은 1/12을 빼는 값이 되므로, 24도에서 1/12도를 빼면 약 23.91도가 된다. 

1) 한영호, 남문현, 이수웅, 조선의 천문시계: 이민철의 혼천시계, 한국과학사학회지, 19, 

3~19(1997); 한영호 등(2001)은 이 수치를 왕번(王蕃)의 제도를 따라 1도를 3분으로 잡

을 경우의 10척 9촌 6분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10척 9촌 6분을 3

分으로 나누면 약 365.33의 숫자가 나오게 되므로 대략 1년의 길이와 같아지고 

365.2575의 눈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된다. 이 수치를 적용할 때 혼상의 지름은 

약 72.2cm이 된다. 

2) 조선후기 문헌인 『국조역상고』와 『서운관지』에서는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의 눈금 

설명에서 5도 눈금 한계(限界)과 10도 눈금 한계로 범위를 규정하였다. 

3) 안상현, 최윤희, 김성수, 조선 현종 5년 1665년 대혜성의 궤도 요소 결정, 한국우주과학

회지, 23, 6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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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오늘날 사용하는 360°법으로 환산하면 23°.58의 값이 나온다. 매년 황도경사

각은 매일 0.00000036d 씩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늘날 평균 황도경사각인 

23°.437719의 값에 근접한 값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구상의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더 지나간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지구를 중심에 놓고 천체의 운행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제 천문현상을 살

펴보면, 하루 동안 지구 자전이 1회전 할 때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54분 4초(1 항

성일)이다. 24시간 동안에는 1회전보다 조금 더 회전하게 된다. 이것은 천구상에서 

지구의 공전 움직임이 더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 때 혼상에 있는 황도상의 태양 움직임에 대하여 노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

으며, 매일 황도상을 1도씩 뒤로 간다고 하였다. 혼상 위의 별들은 지평면을 기준

으로 동쪽에서 떠서 남중하다가 서쪽으로 지게 된다. 낮 시간 동안에는 혼상 위의 

별들과 황도상의 태양도 함께 움직인다. 다만 매일 황도상을 1도씩 뒤로 물러난다

는 말은 별들의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황도상을 움직이는 의미를 갖는다. 

혼상의 운행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만들어내는 운동을 천구와 태양운행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행동력은 “격수기운(激水機運)” 이라고 하여 물을 이

용해 수차동력을 얻어 기기를 운행하였다. 수격방식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동력발생

체계이다. 조선 초기의 흠경각루, 중기의 최유지와 이민철 혼천시계, 후기의 홍대용 

혼천시계 등이 모두 수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격방식을 사용한 시계장

치는 중국 소송의 수운의상대(1092경 제작)에 대표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혼상은 1526년(중종 21년)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혼상은 아마도 

수격식 혼의․혼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25년 이순(李純)이 혼의․혼상 

감수관(監修官)이라는 직위에 있었고, 세종대 혼상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정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중종 20년 10월 19일(갑진)

정원이 아뢰기를,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이순(李純)이 기상(氣象) 변동에 관한 새로운 책을 

중국에서 구득했었는데, 이 책은 천체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책을 《목륜(目輪)》

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이 전에 혼의 혼상 감수관(渾儀渾象監修官)으로 관상감(觀

象監)에 있으면서 《목륜》의 제도에 의해 제작한 것을 오늘 진상했습니다. 이 

기구가 지극히 새롭고 정교하게 되어 있으니, 바라건대 한 건을 더 만들어 관상

감에 두고 실험하는 것이 어떠리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제77권: 중종 21년 5월 11일(계사)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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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簡儀)․혼상(渾象)은 세종조(世宗朝) 때 만든 것으로, 천문(天文)을 관측하

는 기구가 하나 뿐이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수(補修)하자니 

기후를 관측할 기구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일에 하나를 더 만들자고 건의했었는

데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의 기구는 별들의 배치와 옻칠한 데가 혹 벗

겨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새 기구를 배설(排設)할 적에는 전의 기구

의 어긋난 곳을 교정(校正)하고, 장인(匠人)을 시켜 보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또 전의 기구는 어느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보수한 전의 기구는 내관상감(內觀象監)에 두도록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의 기록(명종 8년, 5월 7일)에 의하면 1553년(명종 8)에 혼상 교정

청에 속한 직원들에게 포상이 내려진다. 아마도 1526년에 만든 혼상을 수리한 것

으로 보이는데, 교정청을 설립하여 진행한 것은 혼상을 단독으로 수리한 것이 아닌, 

수격식 혼의․혼상의 대규모 수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3. 설계 특성 및 설계도 작성

   조선의 혼상 유물은 퇴계 이황 혼상이 유일하다. 따라서 중국 및 일본의 유물 

조사하고, 한국의 문헌자료 등을 활용한 구조설계를 진행하였다.4) 별자리 좌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3D 스캔 자료를 이용하였다.5) 세종시대의 혼상은 혼의․혼상각 

안에 설치되어 수격식으로 운행하였다. 본원 혼상은 세종홀 앞뜰에 조성되는 것으

로 청동재질로 제작하였고 수격식 작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어장치를 활용하여 운

행하도록 하였다. 

   혼상구의 크기는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ø=720 mm로 하였으며, 자오쌍환, 지평

환, 황도환, 구동부, 4개의 받침다리, 십자받침대, 오운주, 극축, 받침석대로 구성하

였다. 지평환 위에는 물 홈을 설치하고 12지 방향을 표시하고, 측면에는 전통문양

인 구름문양을 장식하도록 하였다. 자오쌍환은 지평환에 고정되며, 천구의 극축을 

남북으로 잡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오쌍환 측면에는 주천도분(周天度

分)을 새기고, 눈금은 북극에서 남극의 양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황도환은 혼상

4) 과학기술문화재 복원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보고서(1992년 12월), 문화재관리국. 과학기

술문화재 복원제작 보고서(1994년 10월), 세종대왕의 혼상, 문화재관리국. 혼의복원을 위

한 기초연구보고서-혼상을 중심으로-(2011년 10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천문연구센터. 

Lee, Yong Sam and Kim, Sang Hyuk, Structure and Conceptual Design of a 

Water-Hammering-Type Honsang for Restoration, JASS, 29, 221-232(2012). 

5) 양홍진, 국보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과학적 특성 연구(한국과학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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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에 고정되며, 인공 태양장치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태양운행관(또는 유사한 기능

을 할 수 있는 구조)을 설계하였다. 

   혼상구동부는 혼상을 수격식(水激式) 구동을 위한 기어구동축을 설계했다. 다만 

야외전시를 위해 손[手] 작동을 기본 형식으로 제작하고, 향후 수격식과 손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연출하도록 하였다. 구동부분의 기어장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동박스를 제작하여 기어장치를 보호하도록 한다. 단, 구동박스가 혼상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소형화하여 설계하였다. 

   태양장치 구동부는 혼상구가 1회전할 때 태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1도씩 움직

이도록 구현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은 장력 등이 발생하므로 야외전시용으로 

제작할 때 적절한 연출이 되도록 설계하고, 추후 실 재질이 확정된 후 기어톱니수

를 재조정하여 실제 천구상 태양운행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혼상 다리는 4개의 기둥으로 설계하고 높이 등을 고려하여 오운주를 설계하였

다. 또한 주변에 설치된 간의 등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별도의 받침석대를 두어 

조형적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그림 1, 2, 3는 혼상의 주요 설계도면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1. 혼상 복원 모델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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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혼상 복원 모델 정면도.

그림 3. 혼상 복원 모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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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과정 요약

   혼상 복원을 위해 혼상구와 지평환, 자오환, 십자받침, 용주, 오운주를 목형으로 

제작하였다. 목형을 청동 주물로 주조한 후, 가공하였다. 각각 환에는 세부눈금과 

글자를 새겨 넣었다. 지평환 측면에는 구름문양을 넣어 조형적 아름다움을 갖도록 

하였다. 별자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3D Scan 좌표 값을 구면에 적용할 수 있도

록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혼상구면에 주극원, 적도선, 28수 선을 긋고, 황도는 태양

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혼상구의 구동과 황도상 태양의 움직임은 기어장

치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4와 5는 혼상 제작 주요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목형 제작1(혼상구 등) 목형 제작2(지평환) 오운주 조각

주물 성형1(혼상구) 주물 성형2(자오환, 십자받침) 주물 성형3(용주)

가공1(지평환) 가공2(자오환 눈금조각) 가공3(혼상구 CNC)

현장점검(자문위원) 별자리 자문회의 혼상구 그리드 작업

그림 4. 혼상 제작 주요 공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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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및 명칭 표시 별자리 검토 글자조각

기어박스 제작 혼상 각부품 조립 혼상 설치

그림 5. 혼상 제작 주요 공정(2).

   혼상을 구성하는 각각 부품을 조립하고 고풍스러운 청동재질을 구현하도록 고색

처리한 후, 남북방향과 수평을 조정하여 설치하였다(그림 6).6) 본원의 혼상은 천상

열차분야지도 별자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혼상구와 태양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구동부분의 작동 메커니즘도 복원하였다. 향후 수격 시스템과 혼천의의 복원 연구

가 진행되어 세종시대 수격식 혼의․혼상이 온전히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6. 한국천문연구원 혼상 복원 모델.

6)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혼상 제작공정이 시작되어 수차례 제작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4년 3월 10일 한국천문연구원 세종홀 앞뜰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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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 제작 혼상 별자리

 양홍진 

한국천문연구원

hjyang@kasi.re.kr

1. 서론 

   혼상은 둥근 구면에 별과 은하수를 그려 놓은 천문 의기로 천체의 출물 시각과 

방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北京天文館, 1987). 혼상의 별자리는 

천구 바깥에서 하늘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일반적인 별자리 모습과 

좌우가 뒤집힌 모습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 사용한 혼상 기

록과 유물이 남아 있다. 이들 조선에서 사용한 혼상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BC 70~50년 경 경수창(耿壽昌)이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당시 혼상의 둘레 길이는 7.35척(1척=24cm)이었으며 구면에서 적도와 대

원이 365.25도로 나뉘어 있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혼상 유물은 교육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것 하나

가 도산서원에 남아 전하고 있으며 국립 기관인 관상감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던 혼

상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중국에는 청나라 때인 1673년과 1903년에 만든 두 개

의 청동제 혼상이 북경(고관상대)과 남경(자금산천문대)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중

국에 남아 있는 두 개의 혼상은 서양 천문학이 전래된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

서 별자리는 전통 성도를 표현하고 있으나 별을 새기는 방식이나 별의 크기, 좌표

계 등 여러 내용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전래된 서양 천문학 영향이 많이 남아 있

다. 

   우리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선 세종대에 혼상을 만들어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

다. 그러나 기본적인 크기와 재질 등에 관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혼상에 사용된 

별자리와 상세한 모양과 기능은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중국에 남아 있는 혼상을 기초로 세종대의 만든 혼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내용에서는 세종대 혼상에 사용된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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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혼상 별자리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동한 시대에 장형(張衡)은 초기의 혼상에 기초하여 직

경이 5척에 가까운 수운혼천의(水運渾天儀)를 만들었다. 수운혼천의의 핵심적인 부

분은 혼상이었는데 혼상에는 28수 별자리를 비롯해 황도, 적도 그리고 별자리와 

24절기 항현권(circumpolar circle)이 그려져 있었다. 북극의 위치는 북위 36도 였

으며 남위 36도 아래쪽은 비워져 있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왕번(王蕃), 송나라 시

대에 전락지(錢樂之)가 혼상(수운의상대에 설치)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陸思賢&李

迪, 2005). 이들 혼상은 모두 그 원형이 유실되어 혼상뿐 아니라 혼상에 그려진 별

자리에 관한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소송(蘇頌)의 신의상법요

(新儀象法要)에 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성도가 남아 있어 고대 성도에 그려

진 전통별자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양홍진, 2013). 

   소송의 성도는 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원도(圓圖)과 횡도(橫圖)로 

이루어져 있다. 세 폭의 횡도 성도는 자미원과 적도 위아래의 별자리를 그린 것으

로 성도 위에는 28수의 거극도가 표시되어 있다(陳美東, 1996). 소송의 성도 위쪽

에는 28수 수거성의 좌표 값이 적혀 있는데 이 값은 원대(元代) 수시력의(授時曆

儀)에 기록된 원풍(元豊) 7년(AD 1084)의 측정값과 일치한다(陳美東, 1996; 潘鼐, 

2009). 신의상법요의 별자리는 위도 35° 근처를 기준하고 있어 개봉(開封)을 기준

으로 그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도(圓圖)는 적도를 기준으로 천구 북쪽과 남쪽

의 별자리를 그려 놓았는데 신의상법요는 중국 최초의 남북반구 성도를 보여준다

(陳美東, 1996). 소송의 성도는 삼가성경의 체계에 따라 별을 그렸는데 석씨와 무

함씨의 별은 테두리 원으로, 감씨의 별자리는 검은 점으로 표시하였다(陳美東, 

1996). 소송의 성도에는 283개 별자리 1,464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潘鼐, 2009). 

소송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천체를 관측한 성표를 기초로 성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

   소송 성도 이후 중국 유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혼상 별자리는 북경과 남경에 

남아 있는 혼상에 있는 별그림이다. 북경 고관상대에는 청나라 강희 12년인 1673

년에 제작된 혼상이 남아 있다. 혼상은 위도에 따라 극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래

쪽에 기어를 두어 혼상의 극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혼상에 그려진 별

은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Asterisk(*) 모양으로 표현되었으며 별의 크기는 모

두 6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혼상의 아래쪽에는 여섯 등급으로 나뉜 별의 크기에 

따른 등급 표시와 함께 꽃 모양의 기(氣)도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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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과 더불어 중국 남경에도 혼상 하나가 남아 있다. 남경 자금산천문대에 있

는 혼상은 직경 3척(0.96m)의 구에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북경 고관상대의 혼

상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Asterisk(*) 형태로 별이 표현되어 있다. 혼상에 표시된 별

은 모두 1449개이며 별의 크기는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혼상에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북반구 별자리뿐 아니라 남반구 별자리도 함께 새겨져 있다. 한편, 중국

에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 천문학이 전래되었고 명대 말기에는 남반구 별

자리가 전해져 알려졌었다.      

3. 세종시대의 혼상 성도

   세종시대의 혼상을 복원에 있어서 당시의 혼상 제작에 어떤 별자리를 사용하였

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표를 이용해 혼상을 만들었다면 별의 거극도수와 

입수도가 남아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별을 혼상에 옮겨 그리기는 매우 쉬운 문제이

다. 그러나 성표가 아닌 극중심 좌표로 그려진 원형 성도를 이용해 혼상에 별자리

를 표시했다면 성도를 만들 때 천체의 별을 어떤 좌표 변환을 통해 표현했는지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체의 위치나 성표에서 성도로 옮겨질 때 왜곡

된 별자리 모습이 혼상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

리 역사 문헌기록에는 어떤 별자리 자료를 이용해 혼상을 제작하였는가에 대한 기

록이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성도의 좌표 변환에 관련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대의 혼상 별자리는 비슷한 역사 시기에 남아 있는 성

도나 성표의 기록을 찾아 복원모델을 연구하였다. 

   혼상 별자리 구현에 가장 좋은 자료는 모든 별의 좌표와 크기가 기록된 성표이

다. 그러나 조선 시대 우리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성표 자료는 1861년 남병길(南

秉吉)이 편찬한 성경(星鏡)이 있을 뿐이다. 성경의 별 목록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저술된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의 별 목록을 옮

겨 적은 것으로 조선 세종대의 전통 별자리와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종 대의 혼상 별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세종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태조대에 만든 

석각 천문도의 별자리를 활용하였다. 태조본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국가적 사업

의 일환으로 국립천문대인 서운관(書雲觀)의 주도로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 천문도

이며 돌에 새겨져 있어 종이에 그려진 일반 성도에 비해 별의 위치와 크기가 원형

에 가깝게 잘 남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조본의 앞뒷면에 새겨진 성도는 일부 표면이 닳아 눈으로 별의 크기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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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곳이 있다. 조선 숙종대에 이미 태조본 석본이 훼손되어 석각 천문도를 

복각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혼상제작에서 별자리는 자료는 태

조본과 숙종 복각본의 두 성도에서 함께 찾아 활용하였다. 별의 위치는 태조본과 

숙종본 모두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별의 크기는 표면이 비교적 잘 보존된 숙

종본 성도를 이용하였다. 별의 위치와 크기는 3차원 정밀 측정 장치인 Breukmann

와 Vivid 장치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3.1. 별의 크기 : 등급결정

   혼상에서 별의 크기는 혼상구의 크기와 등급에 따른 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밤하늘에서 별은 점원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성도에 별을 그릴 

때, 별의 겉보기 밝기를 기준으로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것은 서양의 성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제작된 석각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에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

다. 이렇게 표현된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의 별의 크기가 실제로 별의 밝기를 나타

내고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박창범, 1998; 양홍진 외, 2010). 천상열차분야지도

에서 별을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이러한 방법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중국의 석각 천문도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유한 별그림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현대 성도는 별을 밝기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별의 크기를 표현한

다. 그러나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등급이 아닌 다양한 크기로 표현되어 있어 이

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별의 크기를 몇 등급으로 나눌지 결정하기 위해 세종시대의 역법인 칠정산에 기

록된 별의 등급을 참고하였다. 칠정산에는 남북회귀선 안쪽의 별을 세 등급의 크기

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전체 별의 크기 분포와 남북회귀선 

안쪽의 별의 크기 분포를 비교하였다. 해당 영역인 적도±23.5° 지역에는 모두 39

개의 별이 있는데 이들 별의 반경은 1.05~2.61mm이다. 반면, 석각 천문도에 새겨

진 전체 별의 크기 분포는 0.92~4.64mm로 남북회귀선 영역의 별의 크기보다 작은 

별이 9개 큰 별이 4개가 있다. 이것은 석각 천문도의 별이 적어도 과거에 다섯 등

급 이상으로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종대의 혼상 제작에서 천상열차분야

지도의 별을 모두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을 크기별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등급별 별의 개수 분포 또한 중요하다. 지금

까지 국내의 혼상 별자리는 모두 성경의 성표 자료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등급별 별의 개수 분포와 함께 실제 밤하늘의 별의 개수 분포를 잘 보여주

는 BSC 성표의 실시등급별 별 개수 분포를 조사하여 이들을 석각 천상열차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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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등급별 별 개수 천상열차분야지도 

성경(星鏡) BSC catalogue radius 별 개수
-1 1
0 14
1 16 33 > 2.5 5
2 51 123 2.0-2.5 41
3 159 342 1.5-2.0 576
4 349 1089 1.0-1.5 838
5 399 3424 0.9-1.0 7
6 343 4019
7 51

도의 별의 크기별 분포와 비교하였다(표 1).

표1. 성경과 BSC에 기록된 등급별 별의 개수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의 크기별 

분포.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의 크기 분포는 성경(星鏡)보다는 

BSC catalogue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혼상 제작에 있어서 별의 등급별 

개수 분포는 BSC catalogue의 분포에 따라 나누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는 몇 개의 혼상이 제작되었는데 혼상의 크기도 다를 뿐 

아니라 표면에 그려진 별의 크기도 임의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주 영릉에 

제작된 혼상의 경우 지름 1.2m의 혼상에 표현된 별의 총 면적은 혼상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실학박물관에 제작된 지름 60cm의 혼상에는 별이 전체 

구의 면적에 4.2%를 차지한다. 따라서 실학박물관의 혼상을 보면 영릉의 혼상보다 

전면에 별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보인다. 평면에 새겨진 숙종본 석각 천상열차분야지

도의 성도를 살펴보면 전체 면적에 비해 별이 차지하는 면적은 2.56%를 차지한다. 

이 계산에서 천구의 적위 하한선은 –45°로 하였다. 참고로, 실제 밤하늘에서 별은 

점광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천구에서 별의 면적비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

라서 별을 혼상구에 표현하였을 때 평면 천문도와 비슷한 크기로 보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몇 가지 크기로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별의 직경을 각 등급에 

따라 11, 9, 7, 6, 4cm로 결정하였다. 별의 크기는 등급에 따라 직경이 아닌 면적

에 비례하도록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별의 면적은 전체 혼상구의 0.3%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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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분 이지점의 결정과 혼상의 별자리 입력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이분이지(二分二至)는 잘못된 위치로 인해 여러 번 문제점

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춘분점과 추분점이 대칭적인 위치에 그려져 있지 않아 

각각을 통한 성도의 시기 추정에도 오차가 발생한다.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

든 별이 현재 별과 동정되지는 않았지만 28수 수거성이나 주요 별들은 현대 별자

리와 동정되었다(박창범, 1998). 따라서 세종시대의 혼상 제작의 목적에 맞추어 세

차 계산을 하였고 이렇게 계산된 이분이지점을 혼상에 표시하였다. 실제 별자리 동

정 과정에서 춘분점과 추분점 주변에 정확하게 동정된 별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한 곳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칭점에 다른 한 지점을 

표시하였다. 동지점과 하지점은 춘추분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좌표와의 비교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표시하였다. 

   혼상에 별을 표시하는 방법은 좌표로 읽은 천상열차분야지도 별을 자동으로 표

시하기가 어려워 혼상의 구면에 직접 별의 좌표를 손으로 표시하였다. 청동의 혼상

에 적경과 적위를 5도 간격으로 표시하고 별의 좌표를 찾아 marking 하였다. 각각

의 별은 크기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표시하고 같은 별자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별자리 이름이 새겨질 부분에 인쇄한 별자리 이름을 붙였다. 은하수의 경우에는 

별자리와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혼상의 구면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경계선을 

표시하였다. 이후, 별이 새겨질 위치에 밝기에 따른 원형 별 모양을 표시하기 위해 

구멍을 뚫고 별을 삽입하였다. 별이 모든 위치에 삽입된 이후 별자리를 연결하고 

별자리 이름을 손으로 각자(刻字)하였다. 적도 부근에는 별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분포하고 있어 별자리 이름을 새기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북극 근처나 별이 몰려 있

는 지역에는 별이름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자리 이름을 새기고 난 후 

은하수를 표시하고 지평환에 혼상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된 일부 별자

리를 다시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4. 맺음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14년 세종대의 혼상 모델을 연구하여 당시의 크기대로 

혼상을 제작하였다. 혼상 제작에 있어서 세종대에 만든 혼상 별자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석각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를 

이용해 혼상 별자리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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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밝기에 다른 등급구분은 세종대에 편찬된 칠정산의 기록을 기초로 다섯 등

급으로 구분하였다. 별의 밝기 등급에 따른 개수 분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새겨

진 별의 크기 분포를 살펴본 결과, 조선 후기에 편찬된 성경(星鏡)보다는 BSC 

catalogue의 별의 등급별 개수분포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혼상에 

표현된 밝기에 따른 별의 개수 분포는 실제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의 밝기별 개수 

분포인 BSC를 따라 표현되었다. 별의 크기는 전체 구의 표면적과 별의 총 면적 비

율을 고려해 여러 조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0.3%의 면적 크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다섯 등급의 별의 직경은 각각 11, 9, 7, 6, 4cm로 되었다.

   석각 천문도에서 측정한 별의 좌표와 크기는 모두 수동으로 혼상의 구면에 표시

하였고 이를 기초로 여러 공정을 거쳐 구면에 별과 별자리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별자리 좌표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별자리 이

름을 수공으로 각자할 경우 한자의 크기나 형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혼상 제적 과정에서 해결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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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상(渾象)은 천상(天象)의 형체를 표현하면서 각 별자리들의 항성을 정확한 공

간적인 배치로 표기한 기본적 천문의기이다. 이것은 천구(天球) 밖에서 내려 보는 

천상의 모델로서 별자리의 모습을 하늘의 좌표로 표기하고 별자리와 별을 해당되는 

위치에 그린 둥근 혼상 구면(球面)을 북극과 남극의 극축에 연결하여 회전시키면 

하늘의 별자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히 혼상의 구면에 표기한 별자리들은 

지상에서 위로 보는(俯觀) 별자리의 모습과 다르게 구면 밖에서 바라보는(仰觀) 형

상으로 실제 지상의 방위와 일치한다. 혼상은 회전시키면서 항성의 좌표와 일월 오

행성의 출몰과 방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높은 천문의기이다. 

한국의 혼상은 세종대 처음 제작한 기록이 있지만 중국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혼상 역사

   혼상의 최초의 문헌은 중국의 서한(西漢)의 경수창(耿壽昌)이 B.C. 70 ~ B.C. 

50 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후 이것을 개량하여 동한(東漢) 

순제(順帝) 때 장형(張衡)은 물로 구동시키는 수운혼상(水運渾象)을 만들었다.7)  오

(吳)나라 때 육적(陸績, 187~219)과 왕번(王蕃, 228~266)이 각각 혼상을 만들었으

나 구동방식 등을 알 수가 없다.  그 후 435년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송(宋)의 태

사령(太史令) 전락지(錢樂之)에 의해 최초로 입체적인 천구의 형태로 혼상이 만들어

7) 나일성, 강영운, 김용기, 박남수, 이은희, 정남해, 1994, 과학 기술 문화재 복원 제작 보

고서: 세종대왕의 혼상, 문화재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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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8) 723년 당(唐) 현종(玄宗) 때 양영찬(梁令瓚)이 장형의 수운혼상과 유사한 구

면 성도를 제작하였고, 979년 송(宋) 태종 때 장사훈(張思訓)은 해와 달의 운행이 

자동으로 구동되고, 12지신과 방울, 종, 북 등으로 시간을 알리는 천문시계를 만들

었다.9) 1092년 북송(北宋) 말에 소송(蘇頌)의 주관 아래 한공렴(韓公廉)이 수운의

상대(水運儀象臺)를 제작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중국의 수운혼상들 중 가장 정교한 

것이며 소송이 저술한 신의상법요(新儀象法要)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0) 표 1은 

중국의 전통적인 혼상의 관한 연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청(淸)대에는 

역법이 시헌력으로 바뀌면서 1673년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biest, 1623∼

1688)이 제작한 혼상이 남회인의 모국인 벨기에의 정부가 중국에서 만들어 벨기에

에 있는 남회인의 모교 신학교에 전시하였고(나일성, 2000), 이후 20C 초에 제작된 

혼상이 남경 자금산천문대에 남아있다. 혼상 표면에 설치한 황도(黃道) 상에서 태양

이 1도씩 더 움직이도록 고안되었다. 이러게 하여 매일 하늘에서 하루 동안 운행되

는 28수(宿)별자리 위치와 동시에 그 위를 운행하는 태양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유물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혼상에 관한 기록은 조선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다. 조선의 최초의 혼

상 제작 관련 기록은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6월 9일 기록이 있다. 이 혼상

은 혼천의(또는 渾儀)와 함께 물레바퀴 수차에 물을 흘려보내는 수격식(水擊式) 동

력장치에 연결되었으며, 혼의혼상각(渾儀渾象閣)이라는 건물의 안에  혼의는 동쪽에 

있고 혼상은 서쪽에 설치하였다. 혼상의 천구(天球)는 “오씨서찬(吳氏書纂)에 글에 

의해 나무에 칠을 하여” 베에 칠을 하여 제작하였다. 그 둘레는 10척 8촌 6분이며 

지름은 71.6cm 정도이다. 이 혼상은 시계 장치와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천체

운행(天體運行)을 그대로 나타나도록 작동되는 장치로서 혼천시계(渾天時計)의 일종

이다. 

   이후 혼상에 관한 기록은 1526년(중종 21년) 『중종실록(中宗實錄)』의 세종 때 

만든 혼상은 보수하고, 새로 혼상을 만든다는 기록11)과 1553년(명종 8년) 『명종

실록(明宗實錄)』의 혼상 교정청(校正廳)에 속한 관리들에게 포상을 내리라는 기

록12)이 있다. 그리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보면 1601년(선조 24년)에 

8) Joseph Needham(콜린A.로넌 엮음)(이면우 옮김)(2000),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

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서울, 까치글방, 209-210.

9) 소송(蘇頌)에 의해 태평혼의(太平渾儀)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 의기에 대해서 나일성

(1994)은 대형 혼상이라하고, 한영호 등(2000)은 천체운행을 나타내는 부분이 구형의 혼

상이나 혼천의가 아니고 평면 위에 펼쳐진 천문도의 형상을 취한 수운천문앙시도(水運天

文仰視圖)라 할 수 있다고 한다.

10) 일본 나가노현(長野縣) 스와시(諏訪市) 시계박물관과 대만 타이중시(臺中市) 국립자연과

학박물관에 실물크기로 복원되어 있다. 

11) 『중종실록(中宗實錄)』 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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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으로 모두 타서 없어진 의상들을 다시 중수하겠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수

한 의상 중 혼상이 포함되어있다.13) 이 기록들로 확인되는 혼상들중 중종실록과 명

종실록에 나타나는 혼상들의 구동 방식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1. 중국의 혼상 연원과 특징.

년 도 의기 명칭 왕 조 제작자 특 징

B.C.70
~  50 

서한(西漢)
경수창

(耿壽昌)

구동 방식 : 알 수 없음.  
제작자와 혼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려진바 없고 거의 전설적인 것으로 추측.

125년경

누수전혼천의
漏水轉渾天儀 

또는 
수운혼상

(水運渾象)

동한
(東漢)

장형
(張衡, 

78-139)

구동 방식: 수격식(水激式)
중국 역사 기록으로 처음 만들어진 혼상이
며, 경수창의 혼상을 개량한 수운혼상(水運
渾象).
구의 지름이 5척이며, 구면에는 28수, 황도, 
적도, 많은 별 그려져 있음.

250년경
삼국시대

(三國時代)
오(吳)

왕번 
(王蕃, 

228-266)

구동 방식: 알 수 없음. 
땅을 나타내는 수평적인 모형 넣음.

435년
남북조시대
(南北朝時代)

송(宋)

전락지
(錢樂之, 
5세기)

구동 방식: 알 수 없음.  
최초로 입체적으로(구형으로) 만든 천구.
나무로 만들어 졌으며, 구면에는 세 명의 대
가(석신(石申), 감덕(甘德), 무함(巫咸))의 (각
각의) 별, 황도, 적도, 은하수 등과 함께 28
수가 그려져 있음.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평환 존재.

723년
수운혼천부시도
水運渾天俯視圖

당(唐)

일행(一行,
683-727)

양영찬
(梁令瓚,
 8세기)

구동 방식 : 수격식(水激式)
장형의 수운혼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기륜의 회전 속도 제어 위해 칭누(秤漏)식 
금종기(擒縱器) 활용. 
천구외면에 두 개의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일월을 엮어 운행하였으며, 인력으로 
운행되었음.
2개의 나무인형과 종, 북 등으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림.

979년

태평혼의
(太平渾儀)

또는 
장사훈張思訓
의 천문시계

북송(北宋)
장사훈

(張思訓, 
10세기)

구동 방식 : 수격식(水激式)
10자 이상의 높이를 가진 3층 누각 구조.   
일월의 운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12지신과 방울, 종, 북 등으로 자동으로 시
간을 알림. 
물로 움직이다가 물이 얼어서 쓸 수 없는 겨
울에는 수은 사용.

1092년

수운의상대
水運儀象臺) 

또는 
원우혼천의상
元祐渾天儀象

북송(北宋)

소송(蘇頌,
1020-1101

한공렴
(韓公廉, 
11세기)

구동 방식 : 수격식(水激式)   
높이 약 12m의 3층 구조(혼의, 혼상, 동력장
치와 시보장치).  
오색구슬을 이용해 일월오성 제작.

1102년
기형(玑衡)

또는 수운기형
(水運玑衡)

북송(北宋) 승려 왕씨
구동 방식 : 수격식(水激式)
혼상과 시보기구를 결합해 놓은 장치.
일월 모두 구형으로 제작.

12) 『명종실록(明宗實錄)』 권14.

1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3권 상위고(象緯考) 3 의상(儀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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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혼상에 대한 기록은 개인 문집들에서 찾을 수 있다. 『계산기선록(溪山記

善錄)』,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간재집(艮齋集)』, 『담헌서(湛軒

書)』 등이다. 이 문집들에 수록된 기록에 의해 도산서원의 혼상과 홍대용의 혼상의

에 대해 알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유물로 현존하는 도산서원의 혼상은 퇴계 이황

의 명에 의해 간재 이덕홍이 1559년(명종 14년)부터 1567년(명종 22년)까지 사이

에 만든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문인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용으로 만든 것으로 수격

식 기계구동장치가 없다.14) 홍대용의 혼상의는 18세기 중반 세종 때의 혼의·혼상의 

제도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혼상이다.15) 

   이러한 혼상의 기록들을 보면 홍대용의 혼상의가 유일하게 서양 과학이 조선에 

유입된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혼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16) 혼상을 제작한 시기에 

따라 구면에 구현되는 별자리는 큰 차이가 있다.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혼상은 

구법(舊法) 천문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서양 과학의 유입으로 

신법(新法)의 별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는 신법의 별자리를 활용하여 

만든 혼상의 유물들이 현존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현존하는 유물이 없다. 다만 평혼

의(平渾儀) 유물에서 신법의 별자리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이

르러 혼상의 복원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주로 구법의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

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를 활용하여 복원되었다(표 2 참고). 

3. 국내 혼상 복원

   지금까지 혼상 복원에 관련된 연구로는 『과학 기술 문화재 복원 제작 보고서 

세종대왕의 혼상』(나일성, 1994)에서 국내 최초로 복원한 혼상의 제작 과정과 혼

상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괴담 배상열 혼천의 유물분석과 복원”(이용삼, 

2007)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혼상인 퇴계 이황의 혼상을 복원한 과정을 다루고 있

다. 또한 이용삼 김상혁(Lee & Kim 2012)은 수격식 혼상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고 

14) 정진호(2006), 도산서원 혼천의, 안동, 안동시, 138; 청량산 박물관 엮음(2007), 괴담 

배상열의 천문과 선기옥형, 봉화, 청량산 박물관, 103.

15) 한영호(2003), “籠水閣 天文時計”, 歷史學報, 제177집(3), 1-32.

16) 홍대용 혼상의의 별자리 성수(星數)는 『담헌서』 외집 6권 《주해수용》 <농수각의기

지> 혼상의조(渾象儀條)의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다. 성수(星數)는 삼원(三垣), 5성(星), 

28수(宿), 360관(官), 11,520수(數)이다. 그러나 이 성수들이 실제로 관측을 통해 얻어진 

값인지 혹은 그 당시 편찬된 성표들을 활용하여서 얻어진 값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

시의 천상과 일치하는 별자리를 활용하여 혼상을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위의 두 가지 방

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혼상의의 천구를 구현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20

복원 혼상 모델의 제작에 대한 소개와 수격식 혼상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분

석하고 있다. 

표 2. 국내에서 복원제작한 혼상의 구조와 특징.

신라

역사과학관

(1994)

한국

국학진흥원

(2000)

여주영릉

(2004)

이황 복원품

(확대모델)

(2006)

국립

과천과학관

(2008)

장영실

과학동산

(2010)

실학박물관

(2011)

지평
형식

지평면 지평환 지평환 지평환 지평환 지평환 지평환

지평

세부눈금

365.25 눈금

(子기준-우선)

12지 문양

365.25눈금 

(子기준-우선)

12지-좌선

24방위

1방위=10눈금

(총 240눈금)

24방위

(1방위=10눈금

,총 240눈금)

24방위

1방위=10눈금

(총 240눈금)

24방위

1방위=10눈금

(총 240눈금)

12방위

1방위=30눈금

(총 360눈금)

지평 

측면문양
無

12지신

꽃문양장식
운문 無 운문 운문 無

별자리
적용시기

신라시대 세종시대 세종시대 조선중기 세종시대? 세종시대 조선후기

자오환 없음 단환 쌍환 없음 쌍환 쌍환 쌍환

혼상구
(mm)

687.9

(합성수지)

1,200

(청동)

1,200

(청동)

490

(대나무,한지)

-

(청동)

1,200

(청동)

600

(청동)

『성경』좌표 

중 3원 28수 

별을 647년 

기산점 구현

淸白黃赤 

4색구분

천상열차분야

지도:1467성

28수 눈금,  

별 크기 

분류

천상열차분야

지도: 1467성

28수 적도수도 

각인. 등급별 

별 크기 분류

황도환(링형태)

천상열차분야

지도:1467성

28수 영역에 

필사

별 크기 같음 

천상열차분야

지도: 1467성

28수적도수도 

각인

별크기 같음

천상열차분야

지도: 1467성

28수 적도수도 

각인. 등급별 

별 크기 분류

황도환(링형태)

『성경』좌표

(1861기산점)

1449성

28수 경선 

구분

적경, 적위, 

황위, 황경

(30도씩 구분) 

기타

둥근 나무 

상자에  

혼상의 

반구가

숨겨있음

오운주(거북) 

용주, 

십자받침:못 

받침석대: 

4신 표기

오운주(거북) 

용주, 

십자받침:못 

받침석대: 

4개 판석

목재로 제작

(야외전시용:

지름1200mm 

재질: 청동) 

오운주(거북) 

용주, 

십자받침:못 

받침석대: 

없음

오운주(거북) 

용주, 

십자받침:못 

받침석대: 

1개 판 석대

『성경』에 

수록된 근 

남극성 포함

1∼6등급

받침석대: 

1개 판 석대

복원

모델

   17세기 이후의 혼상에 관한 연구로는 한영호(2003)의 논문 “농수각 천문시계”

로 홍대용의 농수각에 설치된 천문시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찰하여 제도의 특징과 

연원, 서양기술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장치에 포함된 혼상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Lee et al.(2012)은 “홍대용의 혼상의(渾象儀) 복

원 연구”를 통해 혼상의의 작동 메카니즘을 연구하였다. 함선영(2013)은 “남병길의 

성경(星鏡) 별자리를 활용한 혼상(渾象) 제작”에서 국내에서 신법 별자리를 활용한 

혼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성좌를 평면천문도로 작도하는 방법과 제작과정에 대해 발

표하였다. 표 2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복원제작 한 혼상의 구조와 특징들을 살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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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4. 혼상 복원의 검토와 논의

   천문의 중요한 분야가운데 역법에 관해 거듭되는 천문상수와 역의 개정이나 수

학적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상(天象)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재현한 기구로서 정확한 관측 수단이 되는 혼의(혼천의)와 혼상 있다. 우주를 살펴

보는 데는 북극을 중심으로 전 하늘의 별자리를 표기한 각종 천문도들이 있지만 하

늘의 형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 한계가 있다. 하늘의 형체를 정확하게 표현하

면서 각 별자리들의 항성을 정확한 공간적인 배치로 표기한 것은 혼상 밖에 없다. 

혼상은 천상(天象)의 모델인 둥근 천구면(天球面)을 북극과 남극의 극축에 연결하여 

회전시키면 별자리와 별에 해당되는 위치에 그린 천상의 천체들의 운행원리를 살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천문의기이다. 이와 같이 혼상은 천체의 좌표와 일월오행성의 

운행의 변화와 출몰하는 방위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상을 통해 보는 

방위는 관측자가 보는 실제 방위와 일치하는 활용성이 높은 천문의기이다.

   조선의 혼상 가운데 유일하게 유물로 현존하는 것은 도산서원의 옥진각에 전시

된 혼상이다. 이 혼상은 선기옥형(혼천의)로 알려져 전시되 있다. 『서전(書傳)』의 

채침의 주해(註解)에는 선기옥형과 상(象), 즉 혼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기옥형과 혼상의 구조를 확실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보건데 퇴계와 그 문인들의 기록에는 혼상이 혼천의로 이해되어 통용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이 혼상은 퇴계의 명에 의해 도산서원에서 문인들의 교육을 위해 교

육용으로 만든 것으로 수격식 기계구동장치가 없는 간단하고 소박하게 목재와 닥종

이로 만든 수제품이다. 「퇴계선생언행록」17) 의 기록에는 '선생께서 제생들에게 투

호(投壺)놀이를 시켜 그 덕성을 보시고 덕홍에게 명하여 선기옥형을 만들어 천상을 관

찰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퇴계는 제자 중에서 가장 덕 있는 사람을 이런 투호

놀이를 통하여 그의 인품을 판단하여 선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문관측기구를 만들게 

했다.  이재곤(2006)에 의하면 퇴계가 이덕홍을 혼천의 제작자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하나는 간재의 인품과 능력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화는 천문관측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천상의 별자리를 알고 일월오행성의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국

17) 『鶴峯先生文集』 續集 卷5「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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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통치 이념인 주자학의 근본은 모든 자연 현상과 천체 운행의 원리를 파악하여 자

신을 도야(陶冶)하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천문 현상을 관찰하여 하늘의 절대자의 의지를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나라

를 통치하던 그 당시의 왕이나 여러 관료들이 그 하늘의 절대자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아내고, 그 뜻을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올바르게 펴야 된다고 믿었다. 하늘의 뜻을 알아

내는 것이 곧 천문을 살피는 것이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하늘의 절대자의 의지를 

잘 받드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당시 유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학의 근본 원리 중의 하나가 그 경천근민(敬天勤民) 사상이다.  하늘을 공경

하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하늘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또 그 원리가 무

엇이지 알아내는 것이 제왕과 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다.   그들은 하늘

의 형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혼상을 보면서 일월오행성의 운행의 변화와 출몰 등 자

연의 본성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의 혼상 복원 모델은 주로 야외전시를 위한 것으로 청동으로 

주조하여 제작되었다. 혼상구의 28수 경선을 표시하고, 자오환과 지평환 등의 형태

를 갖는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혼상구면(渾象球面)의 항성들은 대체로 

1395년 제작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평면상의 별자리 위치를 극좌료로 읽어 구면상

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북극에서 적도 이남으로 가면서 실제보다 다소 왜곡 된 상태

에 있다. 조선 초기 항성들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황도 주변의 항성 

성표(칠성산 외편)외에는 현존하는 것이 없어 복원에 아쉬움이 있다.

   실제로 조선의 혼상은 초기부터 수격식 구동장치가 있는 혼의와 혼상 시스템으

로 1435년에 간의대 서편의 소각 안에 함께 설치되었다. 이후 1526년에 새로운 혼

의와 혼상 시스템이 제작되었고, 이전에 제작한 것은 수리하여 관상감으로 보내지

고, 1553년 다시 한 번 혼상을 수리한 기록이 나온다. 중국에서 전통적인 혼상 중

에 대표적인 것은 1092년경에 제작한 수운의상대는 거대한 수차와 각종 기어장치

들로 이루어져 5단 구조 시보장치 위에 혼의와 혼상이 위치해 있었다. 타워 형태의 

수운의상대와 달리 조선의 세종대의 혼의와 혼상은 좌우의 병렬 구조로 위치하였

다. 경복궁의 일반적인 소각 규모로 살펴 볼 때 한쪽에 수차를 설치하여 혼의과 혼

상을 연결해 사용하거나 수차를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동력을 배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장영실은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수운의상대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조선

왕조 세종대인 당시 과학기술 수준을 가름 하는 정밀 측정기계장치들을 어렵지 않

게 제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복원은 아직 수격식 작동모

델을 완성하지 못하고 수격식 혼의∙혼상 시스템의 복원 제작을 위한 구조와 작동 

작동메커니즘 연구와 홍대용의 혼상의 작동메커니즘 연구(Lee et al., 2013)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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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 최근 2014년에 한국천문연구원 뜰에 설치한 혼상은 황도상의 태양

을 이동하는 수동 기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새로운 연구의 진전(김상혁, 2014)이 

있었으나, 아직 수격장치는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중국의 수운의상대를 실제크기로 작동모델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의 혼의 혼상각 복원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선 전∙후기의 우리의 수격식의 혼상 작동모델 복원은 조선의 혁신적인 정밀 측정기

계 기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민족의 문화자산을 세계적의 역사 속에 천

문과학 역사와 긍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며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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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대 희랍시대부터 구형의 천구상에 있는 별들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평면에 

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천구의 이미 히파르쿠스(Hipparchus, 190-120 BC)는 

BC 135년경 별의 목록표를 극좌표 형식으로 만들었다. 현재와 거의 같은 방법인 

기준점인 춘분점부터 서에서 동으로 황도를 따라 잰 각도인 황경과 황도면에서 남

북으로 떨어진 각도인 황위를 측정하였다. 지금의 황도좌표계와 거의 같은 형태로 

별을 관측하여 목록표를 만들었다. 또한 그는 이 별 목록 중에서 850여개 별들을 

택하여 천구위에 투영시킨 천구의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Neugebauer, 

1975). Ptolemy는 히파르쿠스의 관측을 바탕으로 별의 목록표를 만들었다

(Thurston, 1994). 

   별의 위치를 극좌표로 관측한 목록표를 이용하면 천구상에 별들의 위치를 표시

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 별의 목록표를 평면에 투사시키는 것은 복

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대 희랍시대부터 이러한 별의 목록을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평면에 투사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로 나타난 것이 아스

트로라베(astrolabe)였다. 이것이 이슬람 문화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하

학적인 방법으로 투영하는 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Hoskin, 1997). 이는 단순히 

별자리만을 평면에 투사시키는 것으로 아니라 지도 제작에 발달을 가져왔다. 지구

가 구면이기 때문에 이를 평면에 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큰 발전을 주었다.

   이 투사법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수학

과 기하학, 천문학 등의 서양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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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서양의 기하학과 천문학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특히 마테오리치의 기하원본과 중국 청나라시대 간행된 수리정온에 들어있

는 기하원본이 그 시작이라 볼 수 있다(구만옥, 2010). 이러한 기하학 관련 서적들

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천문의기와 천문도가 들어오면서 실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

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평일구와 같은 해시계와 간평의 등을 직접 

제작하면서 투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투영법을 바탕으로 지평일구 등 여러 종류의 해시계를 제작했다. 지평일

구에 묘사된 시각선과 계절선은 거의 기하학 원리를 이용한 투영법을 이용한 것이

다(이용복, 2013). 특히 황도남북총성도의 제작은 투영법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 뿐

만 아니라 투영을 실제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경우 어느 특정한 투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묘사된 별들의 위치는 

극좌표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계와 천문도 등과 관련하여 구면상에 있는 위치를 평면에 

옮기는 원리인 투사법(projection method)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구면상에 

있는 위치를 기하학적인 일정한 투사법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

여 실제적인 예를 들어 알아본다. 현재 우리가 사용해온 별자리가 어떠한 투사법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기로 한다.  

2. 투영면에 따른 투사법

   구면에 있는 위치를 투사할 때 투사되는 면이 평면이냐, 곡면이냐, 또는 구면이

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투영 시점인 기준점의 광원의 위치나 위치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다. 구면상에 있는 위치를 평면에 투사시키기 위해

서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왜곡을 최소화하고 공간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다. 

   투영면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 1의 (a)는 평면에 투사하는 것이고, 

(b)는 원뿔의 구면에 투사하는 것이고, (c)는 원통으로 된 구면에 투사하는 경우이

다. 이 투사하는 방법에 따라 도법을 각각 평면도법, 원추도법, 원주도법이라 한다. 

평면 도법은 투영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사의 중심만이 투영면에 접

하고 중심에서 멀수록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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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 투영면의 형태에 따른 투영법. 

(a)는 평면에 투사한 것이고, (b)는 원뿔면에 투사한 것이고, (c)는 원통의 구면에 

투사한 것이다 

   이러한 평면도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추도법과 원주도법이다. 이 

두 종류는 투사하려는 구면과 투영면이 접하는 부분이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투사면의 정확성이 평면도법보다 높다. 보통 평면도법의 경우 정확한 투영을 

원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제작할 수 있다. 반면에 원추도법과 원주도법은 

천구의 특정한 적위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평면에 접하여 투영할 수 있다. 

3. 평면도법의 기하학적 원리

3.1. 정사투영(Orthographic projection)

   별자리를 그리거나 지도를 제작할 때 평면도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의 하나가 정사투영 방법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투영의 시점을 무한대에 두고 

투사하려는 중심점을 투영 평면에 접하도록 해 놓고 투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된 투영방법으로 기원전 2세기인 BC150년 경에 히파르쿠

스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사

용했고 이것을 하나의 투영 방법으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d'Aiguillon(1613)에 의

해서 시작되었다. 이 투영법의 특징은 투영하려는 천구 또는 지구의 반구만이 평면

에 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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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사투영(orthographic projection) 방법에 의한 투영.

   만일 투영면의 접점을 적도상의 한 점을 중심점으로 잡지 않고 북극을 중심으

로 잡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자오선은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직선으로 

된 방사선으로 나타난다. 등위도선 또는 등적위선은 모두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동

심원을 만든다. 이 동심원의 간격은 등위도선이라 하더라도 북극으로 갈수록 넓어

지고 적도로 갈수록 좁아든다. 이 투영방법은 투영면의 중심에 천구나 지구의 어느 

점을 접촉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지구의 북위 30° 와 경도가 동경 70° 인 지점이 중심점인 투영.

   그림 3은 투영 평면에 접촉한 중심점이 지구상 북위 30° 와 경도가 동경 70° 

인 지점을 놓고 투영한 모습이다(Snyder, 1993).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의 반쪽만 

투영되어 나타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이 투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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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

은 거의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3.2. 평사투영(Stereographic projection)

   평사투영은 투영평면에 접하는 대척점에 광원을 놓고 투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도 처음 사용하기 시작은 것은 기원전 150년 경 고대 희랍의 히파르쿠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가 플라니스페룸(planisphaerum)이라 부르게 되

었고 17세기에 d'Aiguillon(1613)은 입체투영법(steoreographic)이라는 명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림 4. 평사투영(stereographic projection) 방법에 의한 투영.

   이 투영방법은 천구상에 있는 별자리들을 투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직접 눈으로 보는 하늘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

을 지도 제작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에 들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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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평사투영(stereographic projection) 방법에 의해 경도와 위도를 10° 

간격으로 그린 지구의 모습. 

(a) 북극을 투영의 중심으로 정하여 그린 모습 (b) 북위 40°와 경도 0°를 투영 중

심으로 정하여 그린 모습

   그림 5의 (a)와 (b)는 각각 투영 중심을 북극과 특정 위치에 정하여 투영한 모

습이다(Snyder, 1993). 이 투영방법도 그림에서 보듯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

이 커진다. 그러나 왜곡율은 정사투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적게 나타난다. 정사투

영 방법은 지구나 천구의 반쪽 면만을 표시가 가능하나 평사투영 방법은 반구 이

상 영역까지 확대하여 투사할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면 투영 평면의 중심점에서 90° 이상 떨어진 곳도 투

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극을 중심으로 투영하면 적도 아래 부분까지도 투사가 가

능하게 된다. 중심의 북극에서 멀수록 왜곡율은 계속 증가하나 동서 방향의 방위에 

대한 왜곡율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3.3. 심사투영(Gnomonic projection)

   심사투영 방법은 광원을 지구나 천구의 중심에 두고 평면에 투영시키는 방법이

다. 이 투사 방법은 시계탑과 관련한 명칭인 horologium 또는 28궁도와 묘사와 

관련된 horoscope이라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투사방법은 해시계와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시계에서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는 영침을 

gnomon이라 하는데 심사투영도 영어로 하면 gnomoni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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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심사투영(gnomonic projection) 방법에 의한 투영.

   이 투영방법은 기원전 550년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한 

투영방법 중의 하나이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인 탈레스(624-547 BC 경)는 이 방

법을 사용하여 천체를 평면에 투영하였다. 특히 해시계를 만들 때 태양의 위치에 

따라 영침에 의해서 생기는 시각선은 천구상에 있는 태양의 위치를 평면에 투영하

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투영 방법은 1836년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Snyder, 1993). 

   그림 7에서 보듯이 이 심사투영 방법에 나타난 특징은 지구나 천구 위에 그려

진 대원의 호는 모두 직선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원들은 모두가 서로 곡률이 다

른 쌍곡선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투영법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률이 커진다. 

그림 7. 지구상 위치가 적도상 경도가 서경 30°인 지점을 중심으로 10도 간격으로  

심사투영(gnomonic projection) 방법으로 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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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 있는 것 같이 투영 중심점의 격자 모습은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동서방향으로 갈수록 가로 방향의 왜곡이 커지고 남북 방향으로 갈수

록 세로 방향으로 왜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단점은 지

구나 천구 투영시 투영 평면에 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 거의 중

심에서 45° 이상 벗어나면 왜곡이 심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투영방법과 별자리판

   해시계의 경우는 천구상 운행하는 태양의 위치변화를 평면상에 투사시킨 것이

다. 그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있다(이용복, 2013). 

천문도로서 법주사에 보관되어 있는 신법천문도는 1743년 조선 영조 18년에 관상

감의 주도하에 제작되었다. 이 천문도는 북반구에 있는 1066개 별과 남반구에 있

는 789개의 별 모두 모두 1855개의 별이 모사되어 있다. 이 천문도는 당시 김극

서와 안국빈이 중국 청나라 흠천감의 대진현(쾌글러)이 만든 천문도를 바탕으로 모

사한 것이다(이용범, 1993). 

그림 8. 법주사본 황도남북총성도 모사본 (오길순 2003).

   그림 8은 법주사원본을 바탕으로 모사한 천문도이다. 여기에 모사된 1855개의 

별들은 황도북극과 황도남극을 중심으로 평사투영 방법에 의해 모사한 것이다. 별

자리의 바깥 경계면은 황도를 나타내고 아래 위에 중간에 반원 호로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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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를 나나낸 것이다. 그림 8에서 적경의 곡선은 그림 5 (b)와 같음을 알 수 있

다.   

   심사투영 방법으로 그린 대표적인 천문도는 방성도(方星圖)가 있다. 이 방성도

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윤선도 고택에 오랜 동안 간직해온 것이다. 이 천문도를 

처음으로 그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2003년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김

일권, 이용복, 이용삼, 2003; 김일권, 2004). 이 방성도를 제작한 사람은 이탈리아 

선교사로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그리말디(Philippus Maria Grimal 1639-1712)로

서 그의 한자명은 민명아(閔明我)이다. 

 

그림 9. 심사도법으로 춘분점을 중심에 두고 투영한 방성도(方星圖)의 모습.

   이 방성도는 전형적인 심사도법으로 만든 천문도이다.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심사도법은 투사 중심 위치에서 45° 범위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구의 

일부만을 투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성도는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천구북극, 천구남극 등 6개 지점을 투영의 중심점으로 잡아서 6쪽의 천문도를 만

들었다. 이 6쪽을 서로 순서대로 붙이면 그림 10과 같이 구형의 천구가 정육면체

의 모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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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0. 심사도법에 의해 구형을 6등분하여 투영하여 만든 (a) 천구와 (b) 지구의 

모습.

   이와같은 유형의 투사방법으로 지구의 모습을 육면체로 표현한 것은 이미 19세

기 초 Reichard(1803)에 의해서 시도된 바가 있다(Snyder, 1993). 그림 10의 (a)

와 (b)를 보면 같은 방법으로 천구와 지구를 평면에 투영한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천구나 지구와 같은 구면에 

대한 투영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투영면이 평면일 때 흔히 사용하는 

정사투영, 평사투영, 심사투영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투사된 별

자리들은 그대로 읽어내어 별들의 목록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투사법에 

의하지 않고 모사된 별자리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혼상에 묘사된 별

자리는 그대로 위치를 읽어내어 별의 목록표 작성이 가능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경우는 위에서 알아본 3가지 투사법 중 적어도 정사투영과 

심사투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사투영법을 이용하

지 않았다. 평사투영법에 좀 더 가깝기는 하나 정확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

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그려진 별의 좌표를 극좌표로 읽어 내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난 별자리를 이용하여 좌표를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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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용하여 혼상을 만든다면 별들의 위치에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난 별을 동정하거나 여기에 나타난 별을 이용하여 혼

상을 제작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천상열차분

야지도에 기록된 별들의 동정과 정확한 별들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투영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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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崔南善 (1890~1957)은 세종시대와 뒤이은 세조시대에 이룩한 과학사업의 淵源

과 성과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世宗의 科學事業에는 東洋 古來의 學術이 會萃되고 特히 「아라비아」學術

의 影響이 깊이 일찍이 浸透하여서 世界 最高文化의 尖端을 지은 것이 퍽 

興味있는 일입니다. 世宗의 制作하신 儀器에는 20年 戊午(1438)에 一括 完

成한 (1) 大小簡儀 (2) 渾儀渾象 (3) 懸珠天平定南仰釜日晷 (4) 日星定時儀 

(5) 自擊漏를 主로 하니 이 儀器制作의 原理는 「아라비아」淵源의 것으로

서 처음 元에서 中央亞細亞人 札馬刺丁과 猶太人 愛薛의 助力下에 郭守敬이 

이를 作成하여 그 精密함이 지금까지 世界의 讚嘆을 받는 燕都의 儀象에 因

하여 그것을 推擴하고 그것을 補足하여 成立 시킨 것이니 ...... 世宗께서는 

이러한 儀器를 作成하심과 함께 天象을 測驗하여서는 從前의 誤差를 바로잡

으시며 ...... . 또 그 15年(1433)에는 古今을 裁酌하여 新法天文圖를 刻成하

고 『七政算內外篇』『交食推步法假令』『諸家曆象集』『漏籌通義』등 許多

한 曆算書를 纂修하시니 다 當時에 있은 最高權威이며..... . 世宗의 아드님 

世祖는 일찍부터 父王의 文化建設에 큰 助者이더니 君位에 오르자 先代의 

科學政策을 繼述하여 여러 가지 施爲가 있은 가운데『日月交食推步法』을 

講定한 것은 高麗 이래의 缺陷을 補足한 것이요, ......”.18)

* 이 논문은 “조선초기의 과학과 이슬람”(第13回 韓·日歷史家會議, <世界史 속의 이슬람>, 

2013. 10. 25.-10. 27. 서울 ; Islamic Science and Astro-calendric Achievements at 

King Sejong's Observatory in the Early 15th Century Joseon, 第八屆東方天文學史國

際會議 (ICOA-8), 26-28 March, 2014, Hefei, China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이며, 수

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8) 崔南善, 『朝鮮常識問答續編』, (東明社, 서울, 1947), 三星文化文庫 17, 三星文化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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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종의 과학사업”이란 즉위 초부터 추진한 曆法 이정(糎正)사업과 14년

(1432)부터 20년까지 추진한 簡儀臺 건설과 天文儀器와 計時機의 제작사업, 그리고 

授時曆과 回回曆을 漢陽의 緯度에 맞도록 校正한 『七政算內外篇』등의 편찬사업을 

말한다. 중국의 전통 천문·역법과학에 영향을 미친 이슬람과학의 조선 유입은 위의 

인용문에 요약된 바와 같이 세종 簡儀臺 儀器, 『七政算內外篇』과 曆算書 등 天文‧
曆法, 世祖時代에 편찬된 曆算書 등 朝鮮 초기의 과학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였다.19) 

世祖 4년 (1458)에 交食推步의 미진한 점을 보강하여 李純之 (? - 1465)와 金石梯 

(생몰년 미상)가 편찬한『日月交食推步法』20)은 세종의 역법사업의 대미를 장식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동서 문화교류 가운데서 특히, 이슬람

역법 (Islamic Zij)을 중국에서 漢譯한 『回回曆法』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七政算

外篇』으로 제작된 과정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세종시대에 韓·中간의 천문·역법 

정보 교류에 대한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였다.  

2. Islamic Zij 의 漢譯本『回回曆法』 

   중국을 중심으로 한 東西, 특히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의 역사는 

유구하며, 중세의 황금시대를 맞은 이슬람의 선진과학기술은 蒙元시기 동서 교류의 

결과로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천문‧역법을 비롯한 중국의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

다.21) 元代에는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초빙된 무슬림(Muslim) 과학자들의 주

도로 回回(이슬람)천문대 및 醫藥院이 설립되었고,22) 이를 활용하여 중국실정에 맞

는 각종 천문‧역법, 지리 기구가 개발되고 과학도서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동서 간 

과학기술교류는 당시 밀접한 고려-원, 明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에도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23) 과학기술 가운데 천문과학은 元의 世祖 (재위 1260-93)가 

마라가천문대(Maragha Observatory)24)를 모델로 大都에 세운 太史院 司天臺와 授

서울, 1972, 20-22쪽.

19) 이희수, 『한 ‧ 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서울, 1991, 152-64쪽.

20) 이 책의 또 다른 이름은 『交食推步法』또는 『交食推步法假令』

21) 陳久金, 『回回天文學史硏究』, 廣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p. 75.

22) “아라비아”란 “이슬람”을 말하며, “回回人”은 무슬림(muslim)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희수, 상게서, 2. 여말선초의 한‧무슬림 관계 (13-15세기), 116 - 170쪽 참고.

23) 이희수, 『한 ‧ 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서울, 1991, 163쪽.

24) 몽골의 정복자 Hulagu Khan (旭烈兀; c.1218–8 February 1265)의 후원으로 당대 저

명한 천문가 Nasīr al-Dīn al-Tūsī가 1259년에 건설한 천문대로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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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曆의 창제로 발전되었다. 이런 정보는 후일 조선에도 전달되었으며,25) 曆法釐正

에 부심하고 있던 세종의 관심을 끌어 역법교정에 우선하여 천문대를 건설하고 의

기를 창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26) 특히 郭守敬이 王恂(約 1235-1282)과 

治曆을 주도하면서 보여준 사상은 세종에게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 

明代에 들어와서는 授時曆을 일부 수정한 大統曆을 사용하는 한편, 元代의 回回司

天監의 주요 인력을 欽天監으로 전입시키고 回回欽天監을 설립하였다. 明朝는 西域

천문학가의 推算이 매우 정밀하고 중국 천문학가가 갖추지 못한 緯度計算法에 능숙

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활용하여 洪武 16年(1383) 西域天文書를 漢譯하였는데 

이것이 『明譯天文書』혹은 『天文寶書』이며, 번역자는 馬哈麻 (fl. 1383-98)였다. 

이것들은 洪武 18年(1385)에 마샤이크 (Mashyk, 馬沙亦黑, fl. 1379-98)등의 의해

『回回曆法』으로 編譯되었다. 이 역법은 민간용 曆日과 12宮 時刻法을 사용함으로

써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유용하였다. 明朝는 이 역법의 “經緯度法”을 활용한 “預推

六曜干犯法”(月과 五星의 凌犯)과 “交食推算法”을 중시하게 되었다. “五星의 凌犯”

은 星占으로 황제의 길흉을 예보하는데 활용되어 황실에서는 특별히 중요시하였

다.28) 回回曆은 交食豫報 성능이 大統曆보다 정밀하여 交食을 예보하는 참고자료로

서의 가치가 있었다. 『回回曆法』은 欽天監에서 보존하였지만, 후계자들이 土盤[西

域]推算法을 사용함으로써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回回曆法』을 실용화하기 위

한 지침서들이 발간되었는데, 1396년에는 欽天監監正인 元統 (fl. 1384-1393)이 

『緯度太陽通徑誌』를 저술하였다.29) 1430년을 전후하여 欽天監夏官正인 劉信이   

비롯하여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던 곳으로 이슬람 천문학이 중국으로 유입되

는 통로였다. Hulegu의 큰 兄인 Khublai Khan은 이것을 본떠 上都와 大都에 回回司天臺

를 건설하였고, 마라가 천문대는 1428년에 Samarkand에 건설한 Ulugh Beg 天文臺의 

모델이 되었다.

25) 宋濂의『元史』는 『十八史略』,『山堂考索 』등과 함께 太宗 3年(1403) 10月 27日 明

나라에서 보내왔다(『태종실록』6: 22a).

26) 鄭麟趾 撰, 「世宗英陵碑銘」에 “儀器를 먼저 制作하시고, 다음에 曆律을 制定하시다 

(首作儀象 次定曆律)” 란 句節과 一脈相通한다. 이 碑銘에는 “修七政內外篇 作諸儀象 圭

表 及 欽敬 報漏閣 等 而渾象 星晷定時儀 仰釜儀 漢陽日出入分 皆自創制 於是天文歷數始

無差失焉”라고 世宗의 科學業績을 要約하였다.  

27) 郭守敬은 “曆의 根本은 測驗에 있으며, 測驗儀器로는 儀表만 한 것이 없다”고 하여 이

것을 曆法制作의 基本理念으로 삼아 日月星辰의 實際測驗을 曆法의 根本으로 삼았으며, 

實際測驗의 正確度와 可逆性, 情密하고 優良한 天文儀器의 重要性을 必須的인 條件으로 

삼았다. (宋濂, 『元史 ‧ 郭守敬傳』;《元朝名臣史略》<太史郭公>, 17b ;『諸家曆象集』권

2: 曆法, 56a-b).

28) 이러한 思想은 朝鮮朝에도 그대로 踏襲되어 『七政算外篇』과 함께 『宣德十年月五星

凌犯』(李純之 ‧ 金淡 校正)등의 曆算書로 간행하였다.

29) 이 책은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硏究院에 所藏된 『太陽通徑誌』(所藏番號 奎中 

1953, 版本 甲寅字)라는 것이 最近 中國科學技術大學의 石云里 敎授에 의해 밝혀졌다. 

(石云里 ‧ 魏弢, “元統《緯度太陽通徑》的發現 - 兼貝琳《回回曆法》的原刻本”, 《中國科

技史雜誌》第30卷 第1期: 31-45, 2009) 이 책은 [序], 推宮分內有無閏日法, 推月分內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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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域曆法通徑』을 저술하였다. 또한 成化 6年부터 13年 (1470-77)간에는 南京

欽天監監副인 回回天文學者 貝琳 (?- 1490)이 『七政推步』를 編寫함으로써 비로

서 실용화 되었다. 貝琳은 자신이 『七政推步』를 출간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元統이 回回曆을 중국식에 맞춰 推算하여 시행했다고 明刊本 『回回曆法 

‧ 志』에서 말한바 있지만, 중국에서는 실전되었고, 후일 조선에서 重印되었다.30) 

   반면, 조선에서는 1442년 『七政算內篇』과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七

政算外篇』과 『七政算外篇丁卯年交食假令』이 완성되어 세종 29년 (1447) 8월의 

交食(日食, 月食)을 예보하였다. 이로써 明나라의 貝林이 편찬한 『回回曆法』(淸代

에 편찬한 四庫全書에는 『七政推步』로 명칭이 바뀜)보다 30년 앞서 『回回曆法』

이 실용화 되었다. 세조 4년(1458)에는 李純之 (?-1465)와 金石梯에 의해 『日月

交食推步法假令』이 편찬되어 세종시대에 편찬한 『交食推步法』에 假令과 註解가 

추가되어 『七政算外篇』이 완성되었다.   

3. 『回回曆法』과 『七政算外篇』

   세종은 즉위 직후 曆法釐正에 착수하여 宣明曆과 授時曆 연구하도록 하였고,31) 

임금 자신도 연구에 참여하여 독려하는 한편,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계산법

을 익혀 일식, 월식의 예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32) 세종 14년 10월 경연에서 

세종은 “...... 이 앞서 우리  나라가 추보(推步)하는 법에 정밀하지 못하더니, 역법

(曆法)을 교정(校正)한 이후로는 일식·월식과 절기(節氣)의 일정함이 중국에서 반포

無閏日法, 推中國有無閏及在何月約法, 推緯度太陽程式, 推十二宮分次第法, 推大統月日在何

月何日法, 推西域月日在何月何日法, 推七曜法,推近極行度法, 推午中行度法(積年鈐, 月分鈐, 

日分鈐, 日躔交宮鈐), 推自行度法, 推加減定差度分法(定減差立成, 定加差立成), 推太陽行度

로 構成돼 있다. 

30) “此書上古未有也. 洪武十一年, 遠夷歸化, 獻土盤曆法, 預推六曜干犯, 名曰經緯度. 時曆官

元統, 去土盤曆爲漢算, 而書始行于中國”. 貝琳은 여기서 元統을 『回回曆法』의 飜譯者로 

보았으나 『明史』에는 吳伯宗, 李翀, 馬沙亦黑이 飜譯하였다고 나온다. 최근 陳久金은 

『回回曆法』의 漢文原稿는 마샤이크와 元統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陳久金, 貝林傳, 中國古代天文學家,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8, 467頁 

참조). 이러한 課程에 대한 論議에서 陳久金은 “漢譯 回回曆書는 中國에서 失傳됐을 可能

性이 濃厚하다”고 주장하였다(中國天文學史大系,『中國少數民族天文學史』, 北京, 科學技

術出版社, 2008, 603-05頁).    
31) 세종 2년에는 유정현(柳廷顯)의 건의를 받아들여 역법 이정에 착수하였고, 5년에는 정

흠지(鄭欽之), 정초(鄭招), 정인지(鄭麟趾) 등에게 수시력 연구를 지시하였다.

32) 『세종실록』권49: 10b, (12년 8월 3일 辛未)) “일식·월식의 시각과 분수를 추보한 숫

자와 맞지 않더라도 기록하여 바치라”고 한 기사 ;『세종실록』권51: 22b (13년 3월 2

일 (丙寅))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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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력[曆書]과 비교할 때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매, 내 매우 기뻐하였노

라.....”하면서 역법교정에 만족하면서 계속 매진할 것을 주문하였다.3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법교정 특히, 日食·月食의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元代에 郭守敬이 司

天臺를 먼저 건설하여 관측의기를 제작한 다음 이것으로 관측한 자료로 授時曆을 

제작한 선례를 참조하여 曆算提調인 鄭麟趾 (1396-1478)에게 簡儀臺 건설과 儀表

創製사업을 지시하였다. 이 사업과 더불어 李純之의 역법교정의 성과로 1444년에

『七政算內外篇』이 제작되어 時憲曆이 도입될 때까지 200여 년간 사용하게 되었

다.『七政算內篇』은 『太陰太陽通軌』를 토대로 漢陽의 緯度에 맞춰 창제한 조선 

최초의 本國曆이다. 內篇은 授時曆을 기본으로 하여 천체위치 표시를 28宿로, 曆元

을 元의 至元 18年 (1281), 100진법, 원주는 365.2425度, 1太陽年은 365.2425日, 

1太陰年은 354.36712日로 각각 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地方時는 漢陽을 기준으로 

일출 ‧ 일몰 시각과 주야시간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內篇法으로 구한 漢陽의 冬至

날 낮의 길이는 39.13각刻34)이고 밤의 길이는 60.87刻이었다. 元나라 授時曆으로 

구한 燕京의 冬至날 낮의 길이가 38.14였으므로, 北京보다 위도가 낮은 漢陽이 燕

京에 비해 현대시간으로 14분 이상 冬至날 낮이 긴 것이 밝혀졌다. 세종은 이러한 

內篇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알려진 『回回曆法』35)을 입수하여  李純之와 金淡에게 考校시켰고, 

中原 曆官의 差謬가 있음을 알아서 다시 潤正을 가하여 外篇을 만들었다. 이것이 

『七政算外篇』이다.36) 回回曆의 특징은 1년의 기준이 春分이고, 閏月을 쓰지 않으

며, 365日을 1世, 1세는 12宮인데, 宮에는 閏日이 있어서 128年 동안에 宮閏이 31

日이다. 또한 354日을 1周로 하며, 1周는 12月이며 月에 閏日이 있어서 30年에 月

閏이 11日이다. 그래서 1941年이 지나면 宮‧月‧日‧辰이 再會한다. 이와 같이 회회력

은 回歸年을 기본으로 하는 太陽曆과 朔望月을 기본으로 하는 太陰曆의 2중 구조로 

되어있어 中國曆과 다르다. 閏日도 2중으로 되어 있어서 1941년을 주기로 다시 같

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든 것이다.37)   

33) 『세종실록』권58: 10b (14년 10월 30일 (乙卯)).

34) 《授時曆》에서 1刻은 현대의 14분24초다.

35) 『回回曆法』이라는 標題의 책이 國立中央圖書館 (서울)에 소장돼 있으나 跋文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所藏番號: 한古朝66 40, 筆寫本) 이 책은 用數, 太陽, 月食, 

日食, 三十星, 首朔根表를 爲始한 각종 表로 구성돼 있다. 

36) 『세종실록』156: 1a,  “高麗崔誠之, 從忠宣王, 在元得《授時曆法》, 以還本國, 始遵用

之. 然術者且得其造曆之法, 其日月交食, 五星分度等法, 則未之知也. 世宗命鄭欽之、鄭招、

鄭麟趾等,推算悉究得其妙,其所未盡究者,加以睿斷始釋然矣. 又得《太陰太陽通軌》於中朝,其

法小與此異,稍加櫽括爲內篇。又得《回回曆法》,命李純之、金淡考校之,乃知中原曆官有差謬

者,而更加潤正爲外篇. 於是曆法可謂無遺恨矣.”. 
37) 『增補文獻備考』卷2 象緯考 1, 曆象沿革, 世宗15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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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篇은 『回回曆法』38)을 토대로 교정했으므로 천체위치 표시를 12宮, 曆元은 

AD 599年, 60진법, 원주 360,〬 1°를 60´, 1´을 60˝, 1太陽年 365.242188日, 1太陰

年 354.3667日로 각각 정의하였다. (1太陽年의 값은 현대 측정치와 1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授時曆의 365.2425일에 비한다면 두 자리가 더 정확한 수치이다.) 세

종은 回回曆에 없는 “太陽最高行道와 日中行道表” 등 중요한 도표들을 추가하여 편

찬하도록 지시하였다. 內篇은 날짜, 24절기, 漢陽의 일출 ‧ 일몰시각 등을 구하는데, 

外篇은 일식 ‧ 월식을 예보하는데 內篇의 補助曆으로 사용하였다.39) 이로써 세종은 

漢譯된 『回回曆法』을 실용하여 일식과 월식을 예보할 수 있는 假令書를 편찬하여 

『七政算內篇』과 『七政算外篇』으로 반포하였다. 이 책들은 『世宗實錄』後記 권

156〜163에 전문이 실려 있다. 七政算의 우수성은 세종 29년에 발생한 일‧월식을 

예보한 『丁卯年交食假令』에서 확인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하게 된

다. 『回回曆法』을 漢譯한 明나라보다 조선이 어떻게 이것을 30년 먼저 실용화 할 

수 있었을까? 『回回曆法』의 조선전래에 대하여는 중국에서는 Chen Jiujin이 논의

한 이래 후속 연구가 이어졌으며, 최근 石云里에 의해 1380년에서 1440년대에 중

국 명대의 흠천감에서 발행된 중요 천문서적 (앞서 열거한 서적들을 말함 - 저자

주)들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수중에 넣게 된 것에 대해 ‘미스터리’이며,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40)   

   李純之와 金淡은 『四餘纏度通軌』의 발문에서 “『七政算內篇』은 『授時通軌

法』에 의거하여 異同을 參別하여 數條를 덧붙여 만들고, 『七政算外篇』은 西域回

回曆이 따로 曆法이 있으나 節目이 未備한 까닭에 『回回曆經』과 『通徑』『假

令』과 같은 책을 통해 그 術을 推究, 損益을 더하고 闕略한 곳을 增補하여 全書를 

만들었다. 但, 授時曆·通軌·回回曆의 日出入 晝夜刻 等은 그 推定한 장소가 각각 달

라 本國과 다르므로 다시 本國의 漢城을 基準하여 每日의 日出入, 晝夜刻을 內外篇

가운데 收錄하여 永久히 定式으로 삼는다. ...., 『回回曆經』, 『西域曆書』,『日月

食假令』,『月五星凌犯』,『太陽通徑』, ...., 幷令鑄字所印之, 以廣其傳.....”이라고 하

38) 『回回曆法』은 마샤이크가 번역한 최초의 한역본을 뜻한다. 

39) 『세종실록』101: 25年 7月 6日(己未)부터 內篇에 따라 曆을 계산하게 되었다. 
40) Chen J.,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Huihui calendar, Chiljongsan Oepion 

and Qizheng Tuibu, In Nha I.-S. and F.R. Stephenson, (eds.), Proceeding of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iental Astronomy, From Guo Shoujing to King 

Sejong, Seoul, Korea, October 6-11, 1993,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pp. 107-111 ; 王鋒과 宋峴은 《中國回族科學技術史》(銀川, 寧夏人民出版社, 2008, 92

頁)에서 李純之와 金淡의 1441년 北京訪問 사실을 밝히고, 『七政算外篇』의 편찬연대가 

貝林보다는 적어도 20년 앞서고, 劉信의 版本 (『西域曆法通徑』를 지칭)과는 같은 시기

라고 보았다 ; Yunli Shi, Important Astronomical Works from Beijing to King 

Sejong's Court, 韓中天文學史國際會議, 2010. 2. 25, 建國大學校, 서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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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七政算內外篇』의 제작과 보급과정을 밝혔다.41) 여기서 『回回曆經』은 明에

서 漢譯한 『回回曆法』을, 『西域曆書』는 劉信의 『西域曆法通徑』을,42) 『日月

食假令』은『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과『七政算外篇丁卯年交食假令』을,『月五

星凌犯』은 『宣德十年月五星凌犯』,『太陽通徑』(약칭『通徑』)은 『緯度太陽通徑

誌』를 지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太陽通徑』은 明 太祖 洪武 29년 

(1396)에 欽天監監正인 元統 (號 抱拙子)이 저술한 『緯度太陽通徑誌』를 지칭한

다.43) 이 책은 『回回曆法』이 春分日로 부터 계산하는 것이 中國曆法이 歲首에서 

起算하는 것과 달라 春分으로 된 太陽計算部分을 冬至를 歲首로 하는 中國曆에 맞

춰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입문서다. 위에 열거한 책들은 거의 모두 인쇄하여 널

리 읽히도록 하였다.44) 이 책들의 원본은 앞서 石云里의 주장대로 분명히 明의 흠

천감에서 저술한 것들로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七政算外篇』과 『七政算外篇丁卯

年交食假令』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언제, 어떻게, 누가 가져

와서 外篇을 편찬하는데 활용하였을까? 『緯度太陽通徑誌』의 조선 전입에 대해 石

云里 (2009)는 世宗이 授時曆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尹士雄, 崔天衢, 蔣英實 등을 

燕京에 파견하여 천문‧역법을 학습하게 한 뒤 그들이 다량의 天文儀象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돌아올 때 전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45) 

4. 回回天文學者와 李純之·金淡의 交流

   

   曆法釐正에 착수한지 20년이 다되어가는 1441년에 세종은 당시 奉常寺尹과 注

簿로 복무중인 이순지와 김담을 명나라에 보내는 節日使의 押物과 書狀官으로 각각 

임무를 부여하여 북경에 파견하였다.46) 이들이 언제 북경에 파견되었는지는 확실한 

41) 李純之 ‧ 金淡 受命編, 『四餘纏度通軌 』(奎貴 12434)  跋文. 같은 내용이 李純之가 

編修한 『諸家曆象集』跋文에도 보인다. 

42) 石雲裏 ‧ 魏弢, “元統《緯度太陽通徑》的發現 - 兼貝琳《回回曆法》的原刻本”, 《中國科

技史雜誌》第30卷 第1期: 36, 2009.

43) 이 책은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硏究院에 所藏된 『太陽通徑誌』(所藏番號 奎中 

1953, 版本 甲寅字)라는 것이 最近 中國科學技術大學의 石雲裏 敎授에 의해 밝혀졌다. 

(石雲裏 ‧ 魏弢, “元統《緯度太陽通徑》的發現 - 兼貝琳《回回曆法》的原刻本”, 《中國科

技史雜誌》第30卷 第1期: 31-45, 2009) 이 책은 [序], 推宮分內有無閏日法, 推月分內有

無閏日法, 推中國有無閏及在何月約法, 推緯度太陽程式, 推十二宮分次第法, 推大統月日在何

月何日法, 推西域月日在何月何日法, 推七曜法,推近極行度法, 推午中行度法(積年鈐, 月分鈐, 

日分鈐, 日躔交宮鈐), 推自行度法, 推加減定差度分法(定減差立成, 定加差立成), 推太陽行度

로 構成돼 있다. 

44) 이 책들은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존되어오고 있다.

45) 李肯翊, 『燃藜室記述』, 天文典故, 1799 등 참고.

46) 『세종실록』권94:31a (세종 23년 윤11월 20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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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으며, 그해 12월 11일조 『세종실록』에는 이들이 돌아와서 正使의 과실

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국문을 받고 파직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47) 그러

나 복직이 되어 다음 해 2월 4일자 실록에는 이순지는 여전히 奉常寺尹으로서, 김

담은 奉禮郞으로 의례를 주관하였다. 이 두 사람은 세종의 특명을 띄고 북경에 파

견되어 흠천감의 回回천문학자들과 『回回曆法』등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돌아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使臣의 책임자들인 正使, 副

使, 書狀官은 외교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겠지만, 세종은 이순지를 물품을 관

리하는 閒職을 맡겨 흠천감의 曆官들과 교류하도록 배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역

법교정에서 추보법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司譯院의 漢語 通事

들에게 算法을 익혀 파견하게 했던 前例에48) 따라 세종은 及第後 초년부터 4년간

을 承文院에서 외교문서를 다루었던 경력을 고려하여 曆法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인

물로 李純之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回回曆法』, 『七政算外篇』과 『七政推

步』를 비교 연구한 陳久金은 “세 가지 저작을 비교해 보면, 마치 이것이 세 차례

에 걸쳐 각각 다르게 번역된 것과도 같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것은 마샤이크가 아

랍어로 썼을 수 있고, 『回回曆法』의 한문번역원고는 元統과 마샤이크가 공동으로 

완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七政算外篇』과 『七政推步』는 李純之와 貝林이 欽天

監回回科의 後繼 回回천문학자와 함께 마샤이크의 아랍어 원고를 함께 나누어 번역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바 있다.49) 그는 이어서 “[世宗]實錄本 

(『七政算外篇』-저자주)은 다른 두 책과 글의 패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의 순

서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實錄本은 [漢譯版]『回回曆法』의 글

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며, 명나라 흠천감의 回回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롭

게 編譯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도 하여 李純之와 回回천문학자와의 공동연구 

내지는 교류를 강력하게 시사하였다.50) 이러한 견해는 李純之 일행의 북경방문 실

록기사와 일련의 연계성을 갖고도 남음이 있다. 세종은 이 두 사람에게 북경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역법을 추보하도록 이들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여 역법교

정에 매진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했음도 후속된 실록기사로 알 수 있다.51) 奉常寺는 

국가의 儀禮와 諡號를 관장하는 부서지만 두 사람은 비교적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역

산을 추보하는 일에 매진하는 한편, 경복궁 간의대에서 추보에 필요한 관측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재직하는 기간 奉常寺는 “曆法校正所”였다고 할 수 

47) 『세종실록』권94:44b (세종 23년 12월 15일(정미)).

48) 『세종실록』권51: 22b.

49) 陳久金, 貝林, 中國古代天文學家,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8, 468頁.

50) 상계서, 469頁.

51) 세종실록』권95: 15b (세종 24년 2월4일 (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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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七政算內外篇』과 부속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이 마무리 되고나자 세종은 

이순지에게 書雲觀判事를 제수하여 새로 제작한 역서의 실행과 그 동안 역법교정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서 同副承旨로 발탁하였다.52) 이로써 세종 26,7년에는 

『七政算內外篇』의 편찬이 마무리 되어 이후 200여 년간 실용되기에 이른다. 

결국, 『回回曆法』의 朝鮮傳來를 계기로 제작된 『七政算外篇』은 宣德·正統 年間 

(1425-49)에 긴밀했던 韓·中 外交 交涉史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2) 判書雲觀事는 뒷날 提調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때부터 이순지는 말년까지 이 자리에 머

무르며 세조대에 이르기 까지 천문, 역법, 지리, 풍수 분야의 국가원로로서 사명을 다하

게 된다 ; 『세종실록』권106: 36a, (세종 26년 12월 23일(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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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

이기원1, 민병희2,3,  안영숙2

1대구가톨릭대학교, 2한국천문연구원, 3충북대학교

leekw@cu.ac.kr

1. 서론

   과거 음력 날짜(또는 역일)를 현대 양력(율리우스력 또는 그레고리력) 날짜로의 

동정은 고천문분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려시대 역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한보식(1987, 2001)은 주로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의 문헌에 기록된 일진(日辰)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양홍진 등(1999)과 안영숙 등(2009)은 추가적으로 일식 등

의 천문현상 기록에 대한 현대 천체역학 계산 결과를 활용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

대와 비교하여 고려시대는 현존하는 문헌들이 매우 적어 역일 연구에 어려움이 많

다. 최근 Lee et al.(2012)은 금석문의 기록이 당시 역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윤달, 큰달, 일진 등) 조사 결과를(이기원 등, 2013 참조) 바탕으로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연력표 자료를 검증하였다.

 

2. 연호관련 기록

   고려시대 연호에 대한 분석은 고려가 중국의 어느 왕조들과 교류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가 사용했을 역법들에 대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금석문에 기록된 고려시대 연호에 대한 연구로는 박성래(1978), 한정수(2010,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고려 초기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전 기간의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관련 기록을 조사하였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는 국초에 천수(天授)라는 자국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정수(2010)가 지적한 것처럼 그 연호를 사용한 예는 없었다. 그러나 광덕(950년)

과 준풍(962, 963년)의 자국 연호는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호관련 특이한 기록으로는 송의 연호인 건염(建炎)을 입염(立炎;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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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피휘(避諱)하거나, 단순히 연도만을 적거나(1234년), 망한 금(金) 임금의 재

위년도(1237년)를 사용하거나, 불기(석가열반 2349년, 1344년)로 표기한 경우 등

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호관련 기록으로는 “우리나라 건통3년 계미(1103

년)에 왕륜사 선불장에 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니 송 숭녕 2년이다”로 이

로부터 고려가 당시 송(宋)이 아닌 요(遼)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즉위년을 원년으로 하는 즉위칭원법(卽位稱元法)을 사용한 기록들도 다수 있었다.

   넷째, 고려는 중국의 여러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대체로 918 ~ 923년까

지는 후량(後粱), 924 ~ 936년까지는 후당(後唐), 937 ~ 946년까지는 후진(後晋), 

949 ~ 950년까지는 독자적 연호(광덕), 952 ~ 959년까지는 후주(後周), 960 ~ 

963년까지는 다시 독자적 연호(준풍), 964 ~ 994년까지는 송의 연호로 기록되어 

있다. 995년부터는 요, 1017 ~ 1021년 무렵에는 송, 1022년부터는 다시 요의 연

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1076년까지는 요의 연호만이 나타나고 있지만, 1078 ~ 

1118년 사이에는 요와 송의 연호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후부터 요가 망한 1125

년까지는 송의 연호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부터 금이 망한 1234년 무렵까지 송

과 금의 연호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몽골제국-원(元)의 연호는 1252에 처음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260년부터 원이 멸망한 1368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후

에는 1375년에 원의 선광이라는 연호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이 개국

한 1392년까지는 명(明)의 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연호의 사용과 그 왕조 역법/역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특

히 송과 요 시대의 경우)으로 보인다. 

  

3. 역일관련 기록

   최근 장동익(2011)은 금석문에 기록된 일진 기록을 당시 중국의 중원(송)과 북

방(요, 원) 그리고 일본의 기록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금석문에는 날짜만 기록

되어 있으나 고려사 세기(世家)에 해당 기록이 있는 경우(대부분 별세일의 일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반면 그의 연구는 1300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금석문에 나

타난 윤달과 큰달의 기록은 빠져있다. 또한 한보식(1987)의 초기 연구 자료에서의 

오류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고려시대 역일이 송과 3 ~ 4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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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역일관련 기록을 크게 윤달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큰달임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날짜와 일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윤달관련 기록

   

   안영숙 등(2009)의 고려시대 연력표에 의하면 고려 475년(917 ~ 1392년) 기간 

동안 윤년은 총 176회 있었으며, 이는 금석문에서 나타난 15회의 윤년(1137, 

1162, 1167, 1186, 1216, 1240, 1254, 1257, 1287, 1303, 1314, 1330, 1352, 

1365, 1379) 기록과 모두 일치한다. 특히 1240년 윤 12월의 경우 고려사와 고려

사절요에는 그해 12월과 다음해 4월의 기록만이 있어 이 금석문의 기록은 고려시

대 역일을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영숙 등(2009)은 당시 중국과 일본의 윤달과 그 달의 초하루 일진도 수

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어느 왕조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장동익

(2011)은 중국을 중원, 북방으로 세분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윤달을 비교하였으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985, 1067, 1270년을 제외하고 고려의 윤달은 985년부

터 1278년까지는 중원의 송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장동익 2011의 표 1 참조). 

특히 985년의 경우 안영숙 등(2009)은 고려의 그해 윤달을 9월로 동정하고 있지

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

석문에는 이 기간에 윤달이 9월인 송의 연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요와 당시 고려와 

더불어 선명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윤 8월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큰달관련 기록

   고려시대 금석문의 큰달관련 기록은 총 10회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940년 7월

이고, 가장 최근의 기록은 1320년 3월이다. 이들 중 1151년 10월과 1185년 1월은 

그믐날(30일)의 일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윤달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큰달관련 

기록들은 모두 안영숙 등(2009)과 일치한다. 그러나 940년과 1237년의 경우 각각 

기록이 세 달만 있어 사서의 기록만으로 각 연도의 매 달 대소를 정하기에도 어려

움이 있다.

3.3. 날짜와 일진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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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석문에서 날짜와 일진관련 기록이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음양력 대조표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금석문 자료에 나타난 

몇몇 오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헌(柳邦憲) 묘지명』에는 신묘년(1051년) 8월 6일의 일진이 갑진으

로 기록되어 있으나, 6일은 갑신이며 26일이 갑진이다. 또한 『김경보(金景輔) 묘지

명』에는 황통 10년(1150) 7월 17일의 일진이 을유로 기록되어 있으나, 17일은 신

묘이며 11일이 을유이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17일이 계해라는 기록은 알려진 일

진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금석문에는 날짜만 기록되어 있지만 장동익(2011)이 고려사 세가의 기록

을 참조하여 일진을 동정한 자료들 중에는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간혹 하루의 차이

(또는 이틀)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예는 14세기 이후의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헌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자정 전후 시각에 별세했을 때 

당시 하루의 시작 시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차이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왕재녀왕씨(王梓女王氏) 묘지명』(대정 23년 계묘년, 1183)의 경우 12

월 24일 을유로 판독 되어 있으나 이 날의 일진은 갑신이며 11월 24일이 을유이

다. 이는 아마도 판독에서의 오류로 추정된다. 아울러 『월봉사금고(月峯寺金鼓)』

의 기록은 기유년(1249) 6월 11일 무오로 판독되어 있으나, 이 날의 일진은 신해

이며 18일이 무오이므로 7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려시대 세차가 기유인 

연도들 중 1129년은 6월 11일이 무오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판독의 오류이거나 

연도 추정의 오류로 판단된다.

   날짜와 일진관련 기록에 오류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4. 요약

   고려사 등과 같이 후대에 편찬된 문헌 자료들과는 달리 금석문의 기록은 당대에 

쓰여 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775개의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였다.   

   연호의 기록과 관련하여 고려는 개국 초에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현재까지는 금석문에 나타난 기록의 예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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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호로 알려진 광덕과 준풍의 연호는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휘를 하거나, 불기나 망한 왕조 임금의 재위연도 등을 사용한 기록들도 있

었으나 대부분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역일관련 자료들은 크게 윤달, 큰달, 그리고 날짜와 일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윤달관련 15년의 기록은 모두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연력표와 일

치함을 보였다. 그리고 총 10회의 큰달 기록은 날짜와 더불어 일진도 함께 기록된 

경우가 2회 있었으며, 윤달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모두 현재 알려진 역일과 일치

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일진 관련 기록들은 일부 오류가 있으나 안영숙 

등(2009)의 연구와 거의 대부분 일치를 보였다. 불일치를 보이는 금석문 기록 중 

946년 7월 20일 일진은 당시 요의 일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자세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들은 고려시대 역일을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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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4대 임금 세종은 재위 14년(1432) 7월에 천문관측기기를 개발을 명하여 

약 5.5년 뒤인 20년(1438) 1월에 사업을 종료하였다. 천문의기 개발사업의 초기에

는 중국의 송원(宋元) 왕조에 이미 제작되었던 혼천의, 혼상, 간의, 규표 등의 천문

의기를 제작하는 것이었다(김상혁 등 2011, 민병희 등 2012). 이 사업의 총책임자

는 당시 간의대제조(簡儀臺提調)였던 이천(李蕆)이었는데, 그 중 간의는 이지영(李

枝榮)이 주조하고(황원구, 이종영 1991), 간의대는 안순(安純)이 축조하였다53). 

   간의의 개발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단계로 한양의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하기 위해 목간의를 제작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동제 간의를 주조하고 축조

한 간의대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간의는 『원사』<천문지>에 있는 간의 조(條)에 

따라 개발했고, 개발한 뒤에는 비교적 꾸준히 천체를 관측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관측 절차로는 대규표로 태양의 남중시각을 측정하면, 그 순간에 간의

로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황도경사각을 측정하거나 

절기별 태양의 고도를 측정해서 앙부일구 등의 절기선을 그리는데 활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천문의기가 다 그렇듯이 간의도 하늘을 상징하는 많은 환

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의의 적도환, 백각환 사유환, 음위환, 입운환은 눈금이 있고, 

회전하기도 하는 간의의 주요한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각환의 눈금에 대해 그 

제작 방법을 제시하고, 제작 기술이 의미하는 기술사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간의의 백각환

53)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1433) 4월 15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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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는 혼천의를 구조적으로 파괴하여, 적도좌표와 지평좌표를 구별시켜 재구성

한 천문관측기기이다(김상혁 등, 2012). 혼천의와 마찬가지로 간의로 다양한 환으

로 구성되어 있다(나일성 등, 1994). 간의의 적도환과 백각환은 적도면에 정렬되어 

설치되는데, 백각환이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적도환이 회전하고 있다. 백각환에

는 하루를 길이(12시)를 나타내는 100각의 눈금이 있는 반면, 적도환에는 1주천(周

天)에 해당하는 365.25의 눈금이 그려져 있다.

  『원사』에 따르면, 백각환의 지름은 6.4자이고 두께는 2치인데, 두께의 반을 나

누어 윗너비는 2치, 아래너비는 3치이다. 한편 적도환의 지름은 6자이고, 두께는 1

치, 너비는 2치이다. 고정된 백각환의 안쪽에는 계단같이 층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적도환을 얹을 수 있고 눈금이 있는 두 환의 윗면이 서로 일치하여 평평하게 

놓인다(나일성 등, 1994). 

   조선전기 천문의기의 환은 각거리 등분법에 의해 눈금을 그렸다(민병희 등 

2013). 간의에 각거리 등분법을 적용하면, 백각환은 1각을 2치로, 적도환은 주천도 

1도를 5분으로 하면 각각 지름이 약 6.37자, 약 5.82자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이

는 『원사』에 기록된 백각환의 6.4자와 적도환의 6자와 거의 일치한다. 

  『원사』에서 백각환의 눈금에 대해 첨언하기를 매각을 다시 36등분한다고 하였

다(百刻環 徑六尺四寸 面廣二寸 周布十二時百刻 每刻作三十六分)54). 간의의 백각환

은 100각마다 다시 36등분을 하므로 3600의 눈금을 가진다. 

   백각환의 눈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각을 36등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위에서 

소개한 백각환의 치수에서, 눈금 1각의 크기는 2치이고 아래너비는 3치이다. 눈금 

1각의 길이와 아래너비는 서로 직각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선에 의한 직각삼각

형을 그릴 수 있다. 밑변이 2이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약 3.6이다. 빗

변은 36푼이며 1푼 단위로 눈금을 만들어 높이에 평행하게 그리면 밑변 2치를 36

등분할 수 있다. 

   

54) 제가역상집 권3, 25a-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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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백각환의 1각을 36등분하는 법.

   원대의 간의에 실제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백각환 매 각을 36등분으로 새겼는

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2치의 길이를 36등분했을 가능

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명대 간의도 『원사』의 기록에 따라 1각을 36등분하였다

(나일성 등 1994).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로 간의가 망실되었기 때문에 백각환의 눈

금이 3600개였는지 확언할 수 없다. 

3. 대각사선(大角斜線)법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이용하여 눈금을 그리는데 방법이 대각사선법이다. 조선에

서는 대각사선법이 18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된다. 『국조역상고』의 <의상>에는 

정조 13년(1789)에 김영(金泳) 등이 제작의 명을 받아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과 

지평일구(地平日晷)를 제작하였다고 한다(이은희와 문중양 2004). 적도경위의에는 

수 개의 환이 있는데, 자오규(子午規), 적도규(赤道規), 사유규(四遊規)가 있다. 자오

규가 가장 크며, 서양의 영향을 받아 주천도수 대신 360도의 눈금이 있다. 자오규

의 각 도는 대각사선을 긋고 다시 6등분을 하였다고 하니, 자오규의 모든 눈금은 

216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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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오규의 1도 6등분    (b) 측량전의 횡절선(1도 10등분)

그림 2. 닮은꼴 삼각형을 이용한 대각사선법.

  

   적도경위의 자오규의 대각사선법은 간의 백각환의 매 각을 36등분하는 방법과 

비교된다. 전자는 직각삼각형의 닮은꼴을 이용한 것이고(그림 2 참고), 후자는 직각

삼각형의 3변의 정리(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그림 1 참고). 이 대각사선

법이 나아곡([羅雅各, Giacomo Rho, 1593-1638)『측량전의(測量全義)』에서는 횡

절선(橫截線)이라고 한다. 횡절선은 제곡(第谷, Tycho Brahe)이 유럽에서 처음 사

용한 것으로 예수교 선교사가 명말 청초에 중국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長柏

春 2000). 그림 3과 같이 중국 고관상대에 제작된 청대 관측기기에는 세밀한 눈금

을 그리기 위해 대각사선이 사용되었다. 

4. 대각선(大角線)의 눈금

   간의 백각환의 36등분법과 대각사선법은 형태적으로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을 이

용하는 유사성이 있다. 티코 브라헤의 대각사선법은 환의 눈금을 보통 1/10배 세밀

히 그릴 수 있었다. 보통 원의 둘레를 360°의 눈금을 제작한다면, 대각사선법에 의

해 1/10°의 눈금을 만들어 정밀한 위치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간의 

백각환의 36등분법도 1각은 1/36배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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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경 고관상대에 설치된 혼상의 적도부분과 대각사선의 눈금.

   중국에서 개발된 간의의 기원은 이슬람 천문학의 영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하루 12시를 간혹 108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안상현과 박종우, 2004), 

전통적으로 100각으로 나누었다. 간의의 백각환에는 360과 100의 최소공배수인 

3600의 눈금을 만들었다. 중국적 관점에서, 360의 눈금은 주천도수에 가깝기 때문

에 백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간의 백각환의 눈금은 중국의 고유한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간의의 백각환의 36등분의 눈금은 이슬람 천문학이 중국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보인다. 

   간의 백각환의 3600의 눈금은 다른 의미로 원 둘레를 360도로 나누고 각 도를 

1/10으로 세분한 티코 브라헤의 대각사선법과 눈금과 개수가 일치한다. 이는 13세

기의 간의 백각환과 16세기의 티코 브라헤의 대각사선법의 눈금에 의한 기기 정밀

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환의 눈금을 

만들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던 것을 닮은꼴 정리를 이용한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티코 브라헤가 대각사선법으로 눈금을 만들

었을 때, 이슬람이나 중국의 관측기기를 참고했었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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