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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을유년 역서 사건을 중심 사례로 하여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의

발전이 단지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법 지식을 학습하려 했던 관상감과 그들을 후원했던 양반 관

료들에 의해 17세기 후반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으로서 관상감과 이들을 후원한

양반 관료들이 을유년 역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능력을 개선했음을 보이고자 했다.

효종 4년(1653) 조선은 청나라의 개력을 좇아 시헌력으로 개력했지만 이 새로

운 역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관상감은 시헌력에 따른 일월식 계산이나 칠

정력을 편찬 하지 못했고, 시각법 또한 이전의 대통력에 따라 운용했던 것이다.

시헌력을 배우기 위해 효종 5년(1654) 천문학자 김상범(金尙範, ?-1655)이 북경

에 파견되었으나 학습에 실패했고,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되면서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능력은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효종 대 개력 당시의 불

완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법 학습의 ‘공백기’가 이어진 17세기 후반 동

안 관상감은 혼천의 보수와 같은 천문학 사업에 집중했는데, 중인 천문학자들뿐

만 아니라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최석정(崔錫鼎, 1646-1715) 같은 서양 천

문학에 우호적이었던 양반 관료들도 이에 참여했다. 이들은 젊고 똑똑한 천문학

자들을 모아 ‘역법 학습 모임’을 조직·운영하는 등 시헌력 학습을 위한 학문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실력을 개선시킬 준비를 했

다.

숙종 30년(1704) 12월, 이듬해 조선과 청나라의 역서가 월의 대소 및 절기 날

짜에서 차이를 보인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역서를 계산했

던 관원들이 처벌 받았고 관상감은 그들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조정의 비판을

받았다. 약 6개월 뒤 관상감은 그들이 역서 계산에 참고한 ‘문자책’의 연근 값이

잘못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산법을 잘 다루는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함으로써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숙종 31년(1705) 동지사에 천문학자 허원(許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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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이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허원은 ‘문자책’ 진본을 구하기 위해 북경에 파견되었으나 애초의 목적

을 넘어서 흠천감 관원 하군석(何君錫, 1643-1714)에게 “일월오성초면추보법(日

月五星初面推步法)”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로써 관상감은 개력 후 반세기 만인

숙종 32년(1706) 드디어 시헌칠정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허원은 조선에

귀국한 이후에도 하군석과 서신을 왕래하며 시헌력을 꾸준히 학습했고, 두 번째

파견에서는 다양한 천문학 서책들을 구입하여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수준을 더

욱 발전시켰다.

숙종 36년(1710) 허원은 현상신법세초류휘(玄象新法細草類彙)를 저술하여

그때까지 학습한 시헌력 지식을 정리했다. 그는 이 책을 역법을 직접 계산했던

천문학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계산에 필요

한 핵심 알고리듬을 간략하게 수록했다. 이후 관상감은 숙종 39년(1713) 조선에

방문한 오관사력 하국주(何國柱, ?-?)를 통해 시헌중성법(時憲中星法) 등의 지

식을 배우는 등 세초류휘의 부족한 부분을 차츰 보완해 나갔다. 시헌중성법에

대한 학습은 조선의 시각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관상감은 숙

종 40년(1714) 중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간행

하고, 4년 뒤인 숙종 44년(1718) 실제 시각을 관리한 주시관(奏時官)들에게 시헌

중성법을 교육시켰다. 당시 시헌력 체제에 따른 시각 제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

만 적어도 이는 관상감이 조선의 시각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

을 시사한다.

주요어: 을유년 역서 사건, 시헌력, 관상감, 玄象新法細草類彙, 허원 許遠, 최

석정 崔錫鼎

학번: 201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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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효종 4년(1653) 조선은 시헌력으로의 개력을 선포했다. 1644년 북경을 점령한

청나라가 그동안 명나라에서 사용하던 대통력을 폐지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정

립한 시헌력을 채택하자 효종 4년 조선도 새로운 역법을 수용했던 것이다. 하지

만 실제 역서 편찬을 전담했던 관상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

이후 반세기 동안 매년 역서를 제작했다. 왕실부터 백성들까지 일상적으로 사용

했던 시헌일과력(時憲日課曆)은 월의 대소, 절기 날짜, 윤달의 위치 정도만을 계

산하는 수준에서 편찬되었고, 천체들의 위치를 표시한 칠정력(七政曆)은 아예

새로운 역법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50년 간 지속되었다. 또한 관상감은

시헌력의 근간인 서양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한 천문 의기(儀器)에 대해서도 거

의 알지 못했고, 일·월식 계산과 시헌력에서 시각 기준으로 삼은 혼효중성(昏曉

中星)을 적용한 시각계산도 수행할 실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숙종 30년(1704) 12월 발생한 “을유년 역서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변화했다. 관상감이 이듬해 반포할 역서를 검토하던 가운데 청력

과 조선 역서가 월의 대소 및 절기 날짜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면서 발

생한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관상감의 역법 운용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했다. 을유년 역서를 계

산한 천문학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고, 관상감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상감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관상감은 소속 관원 허

원(許遠, 1662-?)을 숙종 31년(1705) 동지사행 편에 북경으로 파견하여 청나라

의 역서와 조선 역서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관상감

의 시헌력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관상감은 이전보다 더 정확한

시헌일과력을 편찬할 수 있게 되었고 시헌력법을 칠정력 작성과 일월식 및 중

성 계산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을유년 역서 사건을 통해 50

년 동안 동결되었던 천문학자의 북경 파견이 재개되었고, 관상감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다시 시작되었다.

조선후기 천문학의 발전을 다룬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18세기 초 관상감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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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판도를 바꾸는 데 핵심적이었던 을유년 역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 경우

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을유년 역서의 월의 대소 차이 문제로 인해 천문학자 허

원이 북경에 파견되었고 그를 통해 관상감이 시헌력을 보다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었다. 하지만 을유년 역서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발

생했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당시 관상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된 적은 없다.1)

그 부분적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조정 중심”의 관점에서 관상감

의 천문학을 살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용훈, 구만옥, 임종태의 연

구는 18세기 초 관상감 천문학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서 대체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관상수시(觀象授時)의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려

했던 조선 조정 및 국왕의 정치적 동기나 조청(朝淸) 외교 관계 및 그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에서 찾으려 했다. 이들의 연구는 조선후기 시헌력 학습이 유

교 국가로서 조선의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청나라와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선 조정의 정치적 관심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특히 전용훈은 본래 역서가 ‘하늘을 살펴 백성에게 시간을 내리는’ 국왕

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사상적 도구일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조공

-책봉관계’를 표상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선이 17세기 중반부터 청나라가 반

사하는 시헌력을 써야만 했던 정치·외교적 상황 때문에 시헌력을 학습하게 되

었지만,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17세기 말 조청 관계가 우호적인 국면

으로 접어든 이후였음을 보였다.2) 조선후기 북경에 파견된 천문학자 김상범(金

1) 을유년 역서 사건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다.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용범,
“법주사소장의 신법천문도설에 대하여-재청천주교신부를 통한 서양천문학의 조
선전래와 그 영향-”,『역사학보』32-33 (1966) [재수록: 한국과학사상사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3), 109-237쪽];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시헌력 시행과 절기배치법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7집
(2002), 1-49쪽;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48쪽; 박성래, “17세기 서양식 새 역법 도입한 허원”, 
인물과학사I (책과함께, 2011), 147-153쪽; Jongtae Lim, “Learning ‘Western’
Astronomy from ‘China’: Another Look at the Introduction of the Shixian li
Calendrical System into Late Joseo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 istory of Science 34-2 (2012), pp. 205-225; 구만옥, “肅宗代(1674-1720) 天文
曆算學의 정비”, 한국실학연구 24 (2012), 2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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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範, ?-1654)과 허원의 활동을 비교했던 임종태도 18세기 초 관상감 천문학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과 청나라의 정치적 긴장감이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 그에 비해 구만옥

은 조선 조정내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여 숙종연간 천문역산학의 정비가 유교

적 군주를 표방한 숙종 임금이 역서를 통해 경천근민(敬天勤民)을 실천하고 양

란 이후 국가체제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이루

어졌다고 서술했다.4)

이상의 연구는 조선후기 조정이 왜 관상감의 역법 학습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지, 그리고 왜 18세기 초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실력이 50년 전에 비해

월등히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거시적 배경을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들의 연

구는 당시 조선이 처한 정치·외교적 상황에만 주목하여 시헌력 수입 문제에 접

근함으로써 당시 실제로 천문학 부문에서 활동했던 관상감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중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역법 지식을

학습해야 했던 관상감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이를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

해 달성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청나라의

시헌력 지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관상감은 이들의

연구에서 단지 조정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라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의 발전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관상감의

천문학자들과 이들을 후원했던 일부 양반 관료들의 적극적 역할은 제대로 주목

받지 못했다. 물론 당시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이 종국적으로 국왕의 정사(政事)

를 도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

는 데 활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관상감의 적극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다면, 18세기 초 조선 역법 지식의 비약적 발전

2)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12-48쪽.
3) Jongtae Lim, “Learning ‘Western’ Astronomy from ‘China’,” pp. 205-225; “Journeys
of the Modest Astronomers: Korean Astronomers’ Missions to Beijing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 36
(2014), pp. 81-108.

4) 구만옥, “肅宗代(1674-1720) 天文曆算學의 정비”, 2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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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주된 행위자인 관상감의 역할이 축소된 채 그것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만 묘사될 것이다.

이 논문은 18세기 초 을유년 역서 사건을 중심 사례로 하여, 그동안 천문학

지식의 도입 및 운용에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만 다루어졌던 관상감

천문학자의 역할과 서양천문학 수용에 우호적이었던 양반 관료들의 활동에 주

목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조선 천문학이 겪은 변화를 살펴볼 것

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의 발전은 단지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새로운 역법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했던 관상감과 이들을 후원했던 일부 양반 관료들에 의해 17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왔던 사업으로서 이들이 을유년 역서 사건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삼감의 천문학 운용 능력을 개선한 면이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을유년 역서 사건의 배경으로서 17세기 중·후

반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효종 5년의 역서부터 시

헌력을 편찬했던 관상감이 숙종 30년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

결하고자 했던 천문학적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효종 대 개력의 핵심 인물인 김

상범(金尙範, ?-1665)이 사망한 이후 50년간 관상감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17세기 후반, 관

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대한 조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관상감은 역법 학습

보다 천변 관측이나 혼천의 중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최석정(崔錫鼎, 1646-1715) 등 서양 천문학에 우호

적이었던 양반 관료들이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17세기 말부터 이들과 관상감을 중심으로 시헌력 학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

음을 보일 것이다.

3절에서는 숙종 31년 천문학자 허원의 북경 파견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을유년 역서 사

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을유년 역서 사건의 발단과 전개, 해결 과정

을 순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당시 관상감이 어떤 천문학적 문제에 맞닥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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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보일 것이다. 관상감에 따르면, 을유

년 역서 사건은 그들이 참고한 ‘문자책(文字冊)’에 기록된 달의 연근 값이 잘못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

학자 허원을 북경에 파견했다. 하지만 당시 허원은 북경에서 애초의 목표를 넘

어 시헌력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학습했고 이를 토대로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실

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4절에서는 을유년 역서 사건을 계기로 허원이 북경에 파견되어 학습한 지식

을 가지고 관상감이 어떤 천문학 사업을 추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반세기 동

안 불완전한 시헌력 지식을 바탕으로 일과력을 편찬했던 관상감은 더 정확한

방법을 토대로 일과력을 편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산법을 터득하지 못

하여 아예 계산할 수 없었던 시헌칠정력 또한 숙종 32년(1706)부터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숙종 31년, 34년(1708) 두 차례 북경을 방문하며 청나라의 천문학

자 하군석(何君錫, 1643-1714)과 인연을 맺은 허원은 그때까지 관상감이 이해하

지 못했던 시헌력 계산법을 그에게서 배웠고, 그 내용을 현상신법세초류휘(玄
象新法細草類彙)라는 책으로 엮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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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세기 중·후반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

18세기 초 관상감은 일과력과 칠정력을 모두 시헌력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

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효종 5년(1654) 시헌력으로 개력한 지 반세기가 지

난 후에야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동안 관상감은 시헌력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한 채로 일과력을 계산했고, 칠정력과 중성법은 아예 옛 방법, 즉 대통력(大統

曆)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 및 운용이 지

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숙종 31년(1705) 이후에야 시헌력법에 대한 체계

적인 학습과 응용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 이 절에서는 먼저 효종 대 시헌력으

로의 개력 과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점을 살펴본 뒤, 그 이후 일견 역법 학

습의 ‘공백기’로 보이는 17세기 후반 동안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을 살펴볼 것이

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동안 비록 시헌력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

지만 천변 관측 및 의기 제작 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그 과정에

적극 관여했던 남구만, 최석정 등 소론 계열 양반 관료들의 주도하에 17세기 말

부터 시헌력 학습을 위한 관상감의 조직적 준비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일

것이다.

2.1. 17세기 중반 시헌력으로의 개력 사업

병자호란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청나라의 연호와 정삭을 받는 조공국이 된 조

선 왕조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인조 15년(1637) 역서부터 명나라가 아니라 청

나라가 반사(頒賜)하는 역서를 사용하게 되었다.5) 청나라가 이와 같은 ‘의례적’

사안을 조선에게 요구한 이유는 역서를 매년 조선에 반사함으로써 두 나라 사

이의 ‘조공-책봉’의 정치적 위계질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건국 초부터 조선에게 책봉국의 정삭을 받는 행위는 어떤 측면으로는 형식적인

외교 절차에 불과했다. 중국의 역법을 직접 운용하여 자체적으로 역서를 편찬했

5)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에 관해서는 허태구, “병자호란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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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은 명나라의 정삭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대통력에

근거한 역법을 운용하여 역서를 제작해 왔던 것이다.6)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와 새로이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게 된 이후

에도 계속해서 대통력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역서를 편찬했다. 하지만 1637년

부터 1644년까지는 청나라도 대통력의 방법을 이용하여 역서를 편찬했기 때문

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7) 그러나 1644년 북경을 점령한 청나라가 예

수회 선교사들이 헌상한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을 토대로 1645년 역서를 편찬하

여 조선에 반사하면서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시헌력을 받아들여야 한

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헌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봉림대군을 배종

(陪從)했던 한흥일(韓興一, 1587-1651)이 처음 제기했다.8) 인조 23년(1645) 6월,

그는 서양 천문학 서적인 개계도(改界圖)와 칠정력비례(七政曆比例)를 인조

에게 바치며 약 400년 동안이나 사용해온 수시력(授時曆)을 개력할 때가 되었다

고 제안했다. 그는 아담 샬이 만든 역서를 보니 개력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다

고 말하면서, 관상감으로 하여금 새 역법을 연구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인조는

한흥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상감에게 시헌력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9)

6)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12-15쪽. 한편 박권수는
조선이 역서를 제때 반포하기 위해서 북경과 한양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차이를 극복
해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역서를 편찬했다고 주장했다. 박권수, “조선의 역서 간
행과 로컬사이언스”,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3), 69-103쪽 참고.

7) 1637년에는 청나라의 역서를 수용하면서 연호사용 문제가 즉각적으로 불거졌고, 1639
년에는 두 나라의 역서가 월의 대소와 윤달의 위치가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났다. 관상
감은 청나라와 조선의 역서가 서로 달랐던 원인에 대해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을 적용
한 데 반해 청나라는 시용통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조실록 권38,
17년 4월 27일.

8) 이러한 주장이 소현세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의 개력에 대한 제안은 한흥일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인조 15
년(1637) 2월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는 인조 22년
(1644) 9월 청나라가 입관하자 북경에 따라 들어갔다. 북경에 약 70일 동안 머물며
아담 샬과 교유했던 소현세자는 그에게서 받은 역서와 천문도 등 서양 천문학 지식을
조선에 널리 퍼뜨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1645년 조선에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급서
(急逝)하여 이 일은 유야무야 되었다. 소현세자의 편지는 아담 샬이 남긴 라틴어 회
고록 Historica relatio에 기록되어 있다. 장정란, “소현세자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교회사 연구 제9집 (1994), 191-198쪽 참고.

9) 인조실록 권46, 23년 6월 3일. “行護軍韓興一上箚曰, 曆象授時, 帝王之先務. 元朝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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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일이 바친 시헌력 관련 서적을 검토한 관상감은 그해 12월, 제조 김육(金

堉, 1580-1658)을 통해 조선이 개력해야 한다는 한흥일의 주장에 동의했다. 김

육은 개력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기했다. 첫째, 곽수

경(郭守敬, 1231-1316)이 제작한 수시력은 매우 정교하여 아직까지 큰 오차 없

이 일·월식 등의 현상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역법은 360년 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당시 근거했던 별자리 위치에 오차가 누적되었다는 것이었다.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 곽수경, 허형 등이 역법에 밝아 差를 세우는 것이 아주 정밀

하여 盈縮, 遲速, 加減에 따른 差를 두었습니다. 至元 18년 신사년을 曆元으로 삼은

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해 온 것이 무려 365년이 되었지만 일식과 월식이 별로 착오

가 없으니, 후세의 정교한 역법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천체의 운행이 매우 강건

하여 누적된 오차가 날로 많아져서, 혼효중성이 조금씩 躔次를 잃었습니다. 周天의

도수가 이미 다 찼으므로 변할 때가 되었는데, 서양의 역법이 마침 이러한 시기에

나왔으니 이는 참으로 역법을 고칠 기회입니다.10)

한흥일에 의해 소개된 시헌력을 검토한 관상감은 당시의 별자리가 360여 년 전

수시력을 만들 때와 달라졌다는 천문학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조선이 새로운 역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력에 대한 관상감의 주장은 역법 계산에 사용하는 기존 별자리표와 실제

하늘의 별자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앞으로 계산하는 역서에 오차가 더 많

이 발생하리라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실 김육의 이러한 지적은 인조 7-9

년(1629-1631) 사이에 관상감에서 이미 제기했던 문제였다. 인조 7년, 관상감은

인조가 내려준 천문도와 기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의 별자리가 서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1)

守敬, 修改曆書, 幾四百餘年, 今當釐正, 而且見湯若望所造曆書, 則尤宜修改. 敢以改界圖
及七政曆比例, 各一卷投進, 請令該掌, 使之審察裁定, 以明曆法. 上納之.”

10) 인조실록 권46, 23년 12월 18일. “至於元初, 郭守敬許衡等明於曆法, 立差甚密, 有盈
縮遲疾加減之差. 以至元十八年辛巳爲曆元, 至今行用, 凡三百六十五年, 而日月之蝕, 不
甚違錯, 可謂後世之巧曆也. 然天行甚健, 積差日多, 昏曉中星, 少失躔次. 周天之數, 旣滿
當變, 而西洋之曆, 適出於此時, 此誠改曆之幾會也.”

11) 1629년 인조가 관상감에 내렸다는 천문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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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하신 천문도의 각 更마다 중성의 추산을 마쳤습니다. 다만, 예전 천문도의 星度

와 간혹 차이나는 곳이 있으니, 청컨대 이달 30일 소만부터 측후를 시작하여 다음해

소만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차이의 여부를 고험하게 하소서.12)

이후 본래의 계획을 연장하여 3년 간 관측을 수행한 관상감은 당시 하늘의 별

자리가 기존 천문도와 2-3도(度) 가량 차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3) 관상

감은 이에 대해 “별자리 도수(度數)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문제를 일단락 시켰지만, 약 15년 뒤인 인조 23년(1645), 조선이 서양

천문학에 기반을 둔 시헌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김육의 주장에 의해 다시 문제

시되었다.14)

현재까지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 천문도는 인조 9년 정두원(鄭斗源, 1581-?)이
서양 선교사 로드리게스( Joannes Rodrigues, 陸若漢, 1561?-1634?)에게서 받아온
“천문도남북극”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1629년 이미 아담 샬의 천문도가
완성되었으며 서광계와 서양 선교사들이 숭정역서를 제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
에 그와 관련한 지식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2) 인조실록 권20, 7년 4월 23일. “所下天文圖, 各更中星, 畢推算矣. 但與前日天文圖星
度, 或有異同處, 請自今月三十日小滿爲始測候, 至明年小滿爲期, 以驗差否.”

13) 인조실록 권22, 8년 4월 8일. “但與天文圖不合, 有差二三度者, 大槪星度, 歲久必差.
自乙亥至今年, 凡二百三十六年, 昏曉星度, 未免有差, 而舊圖中星, 視天文圖, 已差一氣,
俱不合用.”

14) 한영호, 남문현은 관상감이 인조 8년(1630) 즈음 관측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새
로운 누주통의(漏籌通義)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정조 대 김영(金泳, ?-?)
이 편찬한 신법누주통의(新法漏籌通義) 중성기에 153년의 세차보정을 한 결과물과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간행연도 미상의 누주통의(奎3294, 奎4889, 奎11580)의 중성
기를 비교한 이들은 그것을 토대로 관상감이 인조 7-9년(1629-1631) 3년 동안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규장각本 누주통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
다. 한영호, 남문현, “조선의 경루법”, 동방학지 143 (2008), 183-192쪽 참조. 하지만
이들의 추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장각本 누주통의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우선 규장각本 누주통의는 내용적인 면에서 (1) 물시계의 잣대 운
영 지침서인 누각법과 (2) 절기마다 昏刻, 起更, 撤更, 曉刻에 남중한 별을 기록한 중
성기로 양분되는데, 누각법은 세종 대의 11전법을 따른 반면 중성기는 시헌력 체제의
부정시법 체제를 따른다는 점이 독특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630년 즈음은 명나
라와 조선에서 모두 대통력을 운용할 때로, 당시 명나라에서는 서광계, 이지조 등과
서양 선교사들이 숭정역서 편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숭정역서
가 완성되지는 않았던 시기이다. 명나라를 오가는 사신들을 통해 개력에 대한 정보
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관상감이 시헌력 체제의 시각 제도를 이해하여 바로
적용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관상감이 본격적으로 시헌력을 채택한 이
후 60여 년이 지난 1710년대에서야 시각 제도 개편을 시도했던 점을 보면 더더욱 그



- 10 -

개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김육이 언급한 것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시헌

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두 나라의 역서가 서로 달라지리라는 것이었

다. 인조 23년(1645)의 역서를 청나라의 역서와 비교해 본 관상감은 청나라의

시헌력과 조선의 대통력 사이에 절기 날짜, 시각 체제, 절기배치법 등이 다르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상감은 두 역법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단순히 역서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하며 북경에 산술에 능한 사람을 보

내 시헌력 계산에 필요한 각종 천문상수를 적은 수표[諸率立成]와 해마다 역서

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을 목록화한 누자(縷子) 등을 알아오게 하자고 건의했

다.15)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은 시헌력으로의 개력에 소극적이었다. 김육을 통해 시

헌력으로 개력 의사를 표현한 관상감이 북경에 천문학자를 파견하여 시헌력을

배워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조정은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을 그다지 적극

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인조 23년(1645), 조정은 동지사행에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을 만나 시헌력을 학습해 오도록 지

시했지만 관상감의 천문학자를 파견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행에서 조선 사신이

러하다. 저자들도 당시 관상감이 시헌력의 부정시법을 알았을 리 없었다는 점을 분명
히 인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각本 누주통의가 1630년 초반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인조 대 당시에만 유독 관측을 통해 누주통의를 작성했다
는 점도 믿기 어렵다. 저자들에 따르면 조선왕조 동안 누주통의는 태조 대, 인조
대, 영조 대, 정조 대에 편찬되었는데, 태조·영조·정조 대에는 모두 계산을 통해 작성
되었던 반면 유독 인조 대에만 관측을 통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적도경위의(赤道經
緯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 중성을 구했던 정조 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지어 천문의기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불평이 제기된 인
조 대에 1° 정도의 오차를 갖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정밀한 누주통의가 작성될 정도
의 관측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15) 인조실록 권46, 23년 12월 18일. “觀象監啓曰, 奏請使適得新曆而來, 卽爲考見, 則大
小月, 與我國之曆相同, 而二十四節, 少同多異, 有進退於一二日者, 一日舊爲百刻, 而新曆
則以九十六刻爲定, 凡節氣之入, 每以十五日爲准, 而此則或十六日, 或十四日而入, 故一
月或有三入節之時, 此皆與舊曆不同者也. 不可以時憲曆所載之文, 究其神妙之處, 必得諸
率立成各年縷子, 然後可以知作曆之法. 使能筭之人, 入學於北京, 似不可已.” 누자(縷子)
는 역서 계산에 쓰이는 태양이나 달 같은 천체들의 해마다의 위치를 미리 계산하여
목록화한 수표(數表)나 그 계산된 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각 천체
의 200년 동안 위치를 미리 계산하여 목록화한 “이백항년표(二百恒年表)” 같은 수표
(數表) 등이 누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문현 등도 이들이 당시 구하고자 했
던 누자를 “천체의 위치를 구할 때 필요한 실마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남
문현, 손욱 공저, 전통속의 첨단 공학기술 (김영사, 2002),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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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샬을 만나거나 『서양신법역서(西洋新法曆書)』를 구하지 못했지만,16) 조

정에서 다음 북경 사행에 천문학자를 파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

았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역법에 근거하여 편찬하는 역서가 일치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 조정은 시헌력으로의 개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 26년(1648) 2월, 그 해의 조선 역서와 청나라 역서에 윤

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의 역서에는 윤3월을 둔 반면 청력에

는 윤4월이었던 것인데, 이 같은 차이는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홍

주원(洪柱元, 1606-1672)이 가져온 시헌력을 조선의 역서와 대조해 보고나서야

밝혀진 것이었다.17) 이에 대해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1588-1651)과 우의정 이

행원(李行遠, 1592-1648)은 조선은 대통력을 쓰는 반면 청나라는 시헌력을 쓰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대통력이 여전히 일·월식을 잘 예측할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시용통서(時用通書)』에는 인조 26년(1648)의 윤달이

윤3월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조선의 역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18)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의 윤달이 달랐던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은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시헌력법을 배워오는 일에 후원하기 시작했다.19) 천문학정(天

16) 인조실록 권47, 24년 6월 3일. “臣等又以時憲曆密買之事, 廣求於人, 而得之甚難. 所
謂湯若望者, 又無路可見. 適逢本國日官李應林之子奇英, 被擄在彼. 其人頗通算術, 且慣
華語, 臣使之學習曆法於湯若望, 約以他日, 當遣其父, 傳學以來. 且給白金數十兩, 使買曆
法之書於湯若望, 以爲他日取來之計. 其書凡一百四五十卷云. 時憲曆者, 西洋國人湯若望
所造也. 我國使臣之入北京也, 俾得一本, 較之舊曆, 二十四候氣至之日, 頗有不同. 聞湯若
望仍在北京, 景奭之行, 使求其法而不能得.”

17)『인조실록』권49, 26년 2월 27일. “謝恩使洪柱元回自北京. 淸人移咨送曆書, 所謂時憲
曆也. 其曆法與我國不同, 卽西洋國新造者也, 節氣稍有先後, 且我國則以三月爲閏, 而所
謂時憲曆則四月也.”

18)『인조실록』권49, 26년 윤3월 7일. “領相金自點, 右相李行遠以爲, 淸國則時用湯若望新
法, 我國則仍用舊法. 今以日月食驗之, 未嘗差違. 我國筭法, 未可謂全然錯誤矣. 取考丁丑
曆書, 乃是丙子印出大明所頒降者, 而其法無異於我國之曆. 淸國在瀋時所送曆日, 大槪相
同, 及其移入北京之後, 始有依西洋新法, 印造頒行天下之文, 此乃大明時所未有之法, 而
我國日官未及學者也. 且考大明時用通書及三台曆法通書, 則今年閏朔之在三月, 竝皆昭載,
三月非閏, 未可的知也.”

19) 새로운 역법을 배우기 위해 천문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일은 고려 말 형성된 선례
를 따른 것으로, 중국의 역법을 학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중국
에서 역법을 학습해오는 절차가 전범으로 자리 매김한 때는 고려 말, 충선왕이 내탕
금 백근을 최성지(崔誠之, 1265-1330)에게 주면서 원나라에서 수시력을 배워오도록
한 일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대륙의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고려
에서는 선명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역법을 채용했었고 심지어 독자적인 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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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正) 송인룡(宋仁龍, ?-?)이 그해 3월 사은사 편에 시헌력법을 학습할 임무

를 받고 파견되었던 것이다.20) 그러나 당시 그는 조선 사신에 대한 청나라의 문

금정책(門禁政策)으로 아담 샬을 만나지 못했고, 이에 관상감은 송인룡을 그해

동지사에 한 번 더 파견해야했다.21) 이 두 번째 사행에서 송인룡은 가까스로 만

난 아담 샬에게서 “누자초책(樓子草冊)” 15권과 성도(星圖) 10장을 받았고 시헌

력의 일전법(日躔法)을 배웠다.22)

송인룡에 의해 관상감이 시헌력법 지식을 일부 얻게 되었지만 시헌력으로의

개력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송인룡의 북경 파견 이후 관상감의 역법 학

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다시 위축되었던 것이다. 효종 즉위년(1649) 11월 23

일, 승지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은 이듬해 조선과 청나라의 역서가 또 다시

윤달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역서는 윤11월을 두었지만 청나라

의 역서에는 윤달이 없었던 것이다.23) 12월 3일, 김육은 서양의 역법을 참고하

여 조선의 역법을 개력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효종은 시헌력에도 틀린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역서를 다시 추산해보고 개력 여부를 판단해 보자며

시헌력으로의 개력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24)

으로 역서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고려의 역서 생산 방식이 변하기 시작
했다. 최성지가 원나라의 수시력을 배워온 일은 이후 고려와 조선이 책봉국의 역서를
학습해 와서 자국의 역서를 만드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전용훈, “고려시대의 역법
과 역서”, 한국중세사연구 제39호 (2014), 231-237쪽.

20) 인조실록 권49, 26년 3월 19일. “遣天文學正宋仁龍, 學西洋曆法於淸國.”; 天文學正
의 정식 명칭은 관상감정(觀象監正)이지만 실록의 기사에 따라 천문학정이라고 표기
했다.

21) 승정원일기 102책, 인조 26년 9월 20일. “謝恩使之行, 以天文學術業精通者, 前正宋
仁龍, 啓下隨送, 而到彼之後, 館門久閉, 員役不得出入, 終致不能見湯若望而還. 前頭又復
如此, 則傳學不易, 而亦不可置之不學. 今此冬至使之行, 依前傳敎, 宋仁龍每行隨往, 則難
可白手周旋, 似當有盤纏等物, 可以周旋學傳, 何以爲之, 衣資賜米等物, 令該曹題給, 何
如?”

22) 인조실록 권50, 27년 2월 5일. “日官宋仁龍, 專爲學得曆法, 而曆書私學, 防禁至嚴,
僅得一見湯若望, 則略加缺授, 仍贈縷子草冊十五卷星圖十丈, 使之歸究其理云”; 효종실
록 권4, 원년 7월 19일. “前年委送日官於北京, 得見湯若望, 則畫字質問, 辭不達意, 只
學日躔行度之法, 不啻一班之窺.”

23)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23일. “承旨沈之源曰, 淸國所印曆書, 無閏月, 而我國則
有閏十一月, 其他節日, 亦皆不同.”

24)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2월 3일. “堉又曰, 臣嘗爲觀象監提調, 粗知曆法之當變矣. 曆
法必於百年或五十年一變, 時用之曆, 乃許衡等之法, 而已四百年矣, 安得無變, 今者西洋
國新法, 不無所見, 宜參其法, 而有所改也. 上曰, 其中亦有不然者, 姑改推筭, 以觀其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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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의 시헌력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효종 원년

(1650) 7월 19일, 관상감 제조 여이징(呂爾徵, 1588-1656)이 청나라의 새 역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삼가 생각건대, 서양의 책[西洋之書]은 異域의 술법으로서 비록 舊曆의 방법과 서로

비슷하지 않지만 그 차이는 단지 절기가 하루 이틀 빠르고 늦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의 訣法이 아직 자세하지 않으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좇기로 경솔하게 결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日官 중 총민한 자를 따로 뽑아 신력의 방법을 배우

게 하며 날마다 程督하여 그 깨우치기를 기다린 연후에 노자를 주어 북경에 보내

의심이 가는 곳을 질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25)

그의 제안은 관상감의 천문학자들 중에 총명한 다섯 명을 선발하여 미리 시헌

력법을 공부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 북경에 파견하

자는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 16일, 관상감은 정9품 천문훈도(天文訓導) 김상범(金尙範,

?-1655)을 북경에 파견될 적임자로 선발했다. 관상감에 따르면, 김상범은 함께

시헌력 체제를 교습받은 사람들 중에서 시헌력의 일전·월리법(日躔月離法)을 가

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26) 조선 조정은 김상범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헌력을

학습해 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후원했는데, 먼저 김상범을 종6품 천문학교수

(天文學敎授)로 승진시켰으며,27) 북경에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

관(譯官)을 붙여주었고, 엄격한 문금정책을 피해 필요한 서적을 구매할 수 있도

可矣”
25) 효종실록 권4, 1년 7월 19일. “竊念西洋之書, 自是異域之術, 雖與舊曆之法, 不相髣
髴, 而其所參差者, 只在節氣一二日進退而已. 未詳其間訣法, 而舍舊從新, 似難率爾斷定.
莫如別擇日官中聰敏者, 令治新曆之法, 日加程督, 待其開悟, 然後資送北京, 質正其疑處,
恐或得宜.”

26) 승정원일기 116책, 효종 원년 10월 16일. “西洋曆法, 不經無稽, 回互隱僻, 未易曉解,
擇定日官五人, 程督推究, 而莫知端倪, 其中天文訓導金尙範, 盡心硏窮, 先於日躔月離緊
要處, 頗多開悟, 而猶有數三差違之端.”

27) 승정원일기 116책, 효종 원년 10월 16일. “此人入送北京, 方便質問, 則庶有傳學之
漸, 而今番之行, 適値多事, 恐未便易, 姑先陞差敎授, 以實其勞, 仍令益加致精, 期於洞曉,
後行入送,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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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경비도 마련해 주었다.28) 김상범은 이 같은 지원을 받으며 효종 2년(1651)

겨울, 북경으로 파견되었다.

북경에 파견된 김상범은 시헌력 운용에 필요한 지식들을 성공적으로 학습해

돌아왔다. 이후 그가 조선 천문학자들에게 전수한 지식을 토대로 관상감에서는

시헌력을 편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헌력을 곧바로 반포하지 않고, 효종

3년(1652) 김상범이 배운 시헌력 체제에 따라 제작한 이듬해의 역서를 청의 역

서와 대조·비교해 본 후 개력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효종 3년 관상감이 시

험적으로 제작한 시헌력이 청나라의 역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조선

조정은 효종 4년, 드디어 시헌력으로의 개력을 공식 선포했다.29)

하지만 효종 4년 조선의 개력은 시헌력의 태양과 달의 궤도 계산법인 일전·

월리법의 대강만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시헌력법에

따라 월의 대소, 윤달의 위치, 절기 날짜 등을 포함한 시헌일과력(時憲日課曆)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아직 일전·월리법과 일월식법(日月食法) 등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헌칠정력 계산법은 아예 학습하지 못했다.30)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상범 이후 반세기만에 북경에 파견되어 시헌력 체제를 학습했던

허원은 자신이 편찬한 현상신법세초류휘(玄象新法細草類彙)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8) Jongtae Lim, “Journeys of the Modest Astronomers,” pp. 95-97.
29) 승정원일기 권10, 효종 4년 1월 6일. “時憲曆出來後, 以我國新造曆考准, 則北京節氣
時刻, 與時憲單曆, 一一相合, 我國單曆, 與時憲曆中, 各省橫看, 朝鮮節氣時刻, 亦皆相合,
雖有些少換次之處, 而亦非差違. 自甲午年, 一依新法, 推算印行爲當.”

30)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19쪽. 역서는 수록 내
용에 따라 일과력과 칠정력으로 나뉜다. 일과력은 국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관서와 민간에 널리 사용된 역서였으며, 여기에는 일 년의 총일수, 월의 대소,
12달의 역일, 세차·월건·일진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각 절기의 입기시각, 일출·몰 시
각, 밤낮의 길이, 역주 등이 실려 있다. 칠정력은 해·달·오성의 위치와 그 밖의 천체들
의 위치를 적도 28수(宿)를 기준으로 나타낸 천체력(天體曆)으로 민간에서는 사용되
지 않고 주로 관상감에서만 썼던 것으로 보인다. 칠정력은 국왕과 세자가 예람할 것
과 관상감에 비치해 둘 2건(件)만 인쇄되었다. 허윤섭, “조선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
의 조직과 업무―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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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조정이 관상감관원 첨지 김상범에게 명하여 다년간 북쪽에 가서 배우게

했지만, 그 방법 중 얻은 것은 일전과 월리의 대강 뿐이었으며, 칠정행도의 법과 일

월교식의 술법에 이르러서는 얻지 못했다. 십년동안 왕복하다가 낯선 곳에 뼈를 묻

었으니, 그때 이후로 일전월리의 미진한 방법을 계속 사용해왔다.31)

허원에 따르면, 17세기 중반의 개력은 일전·월리법의 일부만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관상감은 이후에도 일과력과 칠정력 계산법을 계속 보

완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당시 관상감도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헌칠정

력 계산법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시헌일과력 계산법의 대강을

학습하는 데 성공한 김상범과 관상감은 시헌칠정력까지 학습해 올 목표를 세우

고 그 필요성을 조정에 설득했다. 이들은 대통칠정력에 비해 시헌칠정력이 실제

수성과 금성의 위치와 더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시헌칠정력 학습을 주

장했다.32) 조선 조정이 관상감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배워오

도록 김상범을 세 차례 더 북경에 파견했으나,33) 그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효종 5년(1654) 사행 도중에 사망했다. 이후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대한 조정

의 지원이 중단되어 천문학자가 더 이상 북경에 파견되지 못했고, 결국 관상감

은 시헌칠정력 계산법 학습에 성공하지 못했다.34) 요컨대, 17세기 중반 조선의

개력 사업은 시헌일과력을 편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어, 이후 관상감은 일과

력은 시헌력법, 칠정력은 옛 명나라의 대통력법을 따라 편찬하게 되었다.

31) 許遠, “玄象新法細草類彙序”, 韓國科學史學會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天文學編
 第9冊 (여강출판사, 1986), 3-4쪽. “我廟朝, 乃命觀象監官員僉知金常範北學多年, 其
法所得者, 惟日躔月離之梗槩而己, 至於七政行道之法, 二曜交食之術, 未之有得, 十年去
來, 委骨異域, 自是之後, 循用日躔月離未盡之法矣.”

32)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 3년 9월 5일. “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啓曰, 時憲曆, 當自
甲午行用, 而七政曆法, 未及傳學, 日課則行新法, 而七政則仍舊用之, 事甚未妥. 且月食測
候時, 兼測水木二星, 則違於舊而合於新, 旣驗其非, 尤不可仍用, 今冬至使之行, 又送日
官, 傳學以來, 一時修改, 似爲得宜, 敢此仰稟.”

33) 김상범은 효종 2년(1651), 효종 3년(1652), 효종 4년(1653), 효종 5년(1654) 북경에 파
견되었다.

34) 효종실록 권14, 6년 1월 16일. “曾因聖敎, 再遣術官金尙範于北京. 傳學其法, 而中途
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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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헌력법 학습의 단절과 17세기 후반 관상감의 상황

김상범의 사망 이후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됨에

따라 1700년 경까지 역법 학습은 사실상 거의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

기 동안 관상감 천문학자의 북경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데, 관련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헌력 운용 실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종 6년(1655)부터 숙종 25년(1699)에 이르기

까지 약 50년 동안의 연대기 사료 중, 조선의 역법 운용의 문제를 지적한 사례

는 단 두 차례만 발견된다. 그 중 하나가 현종 14년(1674), 관상감 제조 민유중

(閔維重, 1630-1687)의 제안이었다.

이번에 청력을 향력과 비교·검토해 보니 서로 다른 곳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터 매

번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추산법에 혹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 일어난 일

일 것이니 한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정력에 이르러서는 크게 차이가 나서

근래 卜家들은 모두 북경에서 구해온 것을 사용합니다. 이 또한 그 방법을 가서 배

워오지 않을 수 없으니, 앞으로의 사행 때 관상감 관원을 북경에 보내어 시헌력이

차이가 나는 곡절을 상세히 탐문하고 칠정력법 또한 구해 와서 행용하도록 함이 어

떻겠습니까?35)

민유중은 관상감이 매번 청나라의 역서와 다른 시헌일과력을 편찬하고 있으며

시헌칠정력은 아예 계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상감 관원을 북경에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종 대 개력 당시 관상

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20여 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실력에 대한 두 번째 지적은 숙종 10년(1684), 승지 최

석정이 제기했다. 그는 관상감이 청나라의 시헌일과력을 겨우 모방할 수 있을

35) 승정원일기 237책, 현종 14년 12월 4일. “今番出來淸曆, 與鄕曆考準, 則多有差違處,
自前每每如此, 此必推算之法, 或有不同之致, 不可不一番釐正, 至於七政曆, 大段相左, 近
來卜家, 皆求貿北京而用之, 此亦不可不往受其法, 前頭使行時, 觀象監官員入送北京, 詳
探時憲曆差違曲折, 而七政曆法亦爲覓來, 以爲行用之地,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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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시헌칠정력은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역법을 추산하는 일은 곧 天學의 말단의 일이지만 [그것에] 밝은 사람 역시 드뭅니

다. 대통력이 변하여 시헌력이 되었지만, 관상감에서는 겨우 [시헌일과력의] 추보를

모방할 수 있을 뿐이고 칠정력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대통력의 규례에 의지하고

시헌력법을 사용하지 못해 [칠정력에서] 월의 대소와 윤월이 행용삼력과 더불어 일

치하지 않음이 많이 있으니 거칠기가 심합니다. 본감을 신칙하고, 그들로 하여금 추

산법을 학습하도록 하여 점차 [역법을] 닦아 밝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36)

이처럼 최석정은 관상감이 안고 있는 역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상감의

역법 학습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유중처럼 조선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

견하자고 제안하는 대신, 최석정은 관상감 관원들로 하여금 시헌력법을 더 깊이

학습하게 하여 역법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 조선 조정에서 관상감의 역법

학습을 적극 지원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

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당시 정황으로 추측건대, 조선 조정이 관상감의 시헌력

법 학습을 후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념적인 측면에서, 병자호란과 명청 왕조 교체 직후 조선 양반 관료들

의 반청감정이 숭명(崇明) 이념과 맞물려 상당히 고조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송시열을 위시한 노론계 유학자들은 역서에 존주론적(尊周論的)

가치를 부여하며 조정의 시헌력 수용을 비판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관상감의

시헌력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다.37) 이들은 1636년까지 명나라가 조선에 매년 반사(頒賜)했던 대통력만이 중

36)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9월 17일. “曆法推算, 乃天學之末事, 而通曉者亦鮮. 大統曆變
爲時憲曆, 觀象監僅能摸做推步, 而至於七政曆, 一依大統之規, 而不用時憲之法, 月之大
小及閏月, 與行用三曆, 多有不同, 其爲䮕雜甚矣. 申飭本監, 使之學習推算, 以爲漸行修明
之地, 何如?”

37)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상사 연구I-주자학적 우주론의 변동 (혜안, 2004), 26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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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국가인 명나라와 그 조공국 조선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표현하는 제도적 매

개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명나라를 무력으로 찬탈하고 새로이 중원을 차

지한 ‘오랑캐’ 청나라가 ‘오랑캐’ 서양인들의 술법을 토대로 편찬한 시헌력은 이

상적인 세계질서를 무너뜨린 역서로 비추어졌다.38)

둘째, 지구설(地球說)과 절기배치법(節氣配置法) 등 서양 천문학의 ‘과학적’ 내

용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비판도 조정의 지원을 약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김시진(金始振, 1618-1667)은 전통 우주관에 입각하여 지구 관념을 전

제한 서양 천문학을 비판했다. 그는 효종 3년 시헌력은 절기 사이의 간격이 일

정하지 않아 일 년의 길이가 전통 역법과 다르다고 비판하며 당시 추진 중이던

조정의 시헌력 수용을 반대했다. 안동의 선비 송형구(宋亨久, 1598-1675)도 현종

1년(1660)부터 현종 10년(1669)까지 시헌력 절기배치법인 정기법(定氣法)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문을 세 차례 올리며 시헌력 수용에 적극 반대했다.39) 시헌력의

정기법이 절기를 결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송형구의 비판은 현종

1년 조정에 일부 수용되기도 했다. 당시 시헌력 운용에 자신이 없었던 관상감은

송형구의 상소문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시헌력과 대통력을 함께 인출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시헌력을 사용하면서도 그와 함께 대통력 2부를 상징적 차원에서

편찬하게 되었다.40)

쪽.
38) Lim Jongtae, “Learning “Western” Astronomy from “China”,” p. 220.
39) 절기배치법은 1년에 24기(氣), 즉 절기(節氣)와 중기(中氣)를 배열하는 방법이다. 대
통력은 평기법(平氣法)을 따라 약 15.2일에 한 번씩 절기와 중기가 규칙적으로 들어
오는데, 그에 비해 시헌력은 태양의 실제 운행을 반영한 정기법(定氣法)을 채택함에
따라 14-16일에 한 번씩 절기와 중기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온다. 그 결과 시헌력법은
한 달에 절기가 3번 들어오거나 윤달을 두어야 하는 무중월이 일 년에 두 번 들어오
는 경우가 발생했다. 17세기 후반 지구설과 절기배치법에 관한 김시진과 송형구의 논
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시헌력 시행
과 절기배치법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1-49쪽을 참고.

40) 당시 관상감 영사 정태화(鄭太和, 1602-1673)는 ‘시헌력법을 아는 자가 나타날 때까
지 대통력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는 관상감 관원 반호의(潘好義)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헌력과 대통력을 함께 인출하자는 의견을 조정에 전달했는데, 반호의의 발언은 관
상감 관원들이 이때까지도 시헌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조정
은 관상감의 역법 학습을 권장하는 대신 대통력을 함께 편찬하게 했는데, 이로써 조
정이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개수실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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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664-1669년 청나라에서 발생한 ‘강희역옥(康熙曆獄)’ 사건도 시

헌력 학습에 대한 조정의 후원 의지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

인다. 강희역옥은 중국의 전통주의자 양광선(楊光先, 1597-1669)이 당시 흠천감

(欽天監)에서 역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과 페르비

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 등이 허무맹랑한 역법을 통해 중

국의 전통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되었다. 양광

선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천문학의 정통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이로

써 아담 샬과 페르비스트가 투옥되었다. 흠천감정(欽天監正)이 된 양광선은 역

법을 대통력으로 회귀시켰다. 그러나 1669년 양광선이 실각하고 페르비스트가

그 사이에 죽은 아담 샬을 대신하여 흠천감부로 임명되면서 다시 청나라는 시

헌력을 발행하기 시작했다.41) 그 결과 청나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시헌력-대

통력-시헌력’으로 공식 역서를 두 차례나 바꾸었고, 이에 따라 조선은 왕세자

(훗날 숙종)의 생일을 바꾸거나, 절기 제사일을 옮겨야 하는 등 역법 운용에 혼

란을 겪게 되었다. 시헌력법이 조선에서 공식 채택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일

어난 이 같은 사건으로 조선의 조정은 시헌력이 완벽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청나라의 공식 역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페르비스트

가 흠천감으로 복귀한 후, 청나라와 조선은 다시 시헌력을 편찬하게 되었지만

조선에서 천문학자를 파견하자는 건의는 한동안 제기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상과 같은 이유로, 17세기 후반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대해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정

이 관상감 천문학 사업 전반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시헌력 학습에는 소극적이

었지만 천변지이(天變地異)의 관측과 천문의기의 중수 사업에는 조정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이다.

2, 1년 4월 3일.
41) 강희역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uang Yi-Long, “Court Divination and
Christianity in the K’ang-hsi Era,” Chinese Science 10 (1991), pp. 1-20; Chu
Pingyi, “Scientific Dispute in the Imperial Court: the 1664 Calendar Case,” Chinese
Science 14 (1997), pp. 7-34; Catherine Jami, “Revisiting the Calendar Case
(1664-1669): Science, Religion, and Politics in Early Qing Beijing,” The
Korean Journal for the H istory of Science 37-2 (2015), pp. 459-477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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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조선 조정은 혜성과 같은 천변 현상의 관측에 대해 적극적인 관

심을 보였다. 당시 조선에는 가뭄 같은 자연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7세기 후반 조선

은 여름의 이상저온 같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몇 차례의 큰 기근을 겪었다.42)

현종 11-12년(1670-1671) 여름에 내린 서리와 눈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

히며 이른바 ‘경신대기근(庚辛大飢饉)’을 유발했다. 가뭄, 수해, 풍해, 병충해 등

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는데, 당시 사망자가 전체 인구의 11-14%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3)

이러한 상황에서 관상감의 업무도 자연재해나 천변지이 등의 이상 현상을 관

측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는 일에 더욱 집중되었다. 이때 관상감 천문학 부문에

서 가장 세심하게 관측한 천변현상은 혜성이었다. 본래 혜성은 다른 천변현상들

에 비해 훨씬 중대하면서도 불길한 조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측했지만, 17세기 후반에는 혜성을 관측하기 위해 세 명의 문신 측후관이 관

상감의 측후관과 한 조를 이루어 관측에 참여하는 제도가 확립될 정도로 심혈

을 기울였다. 문관 측후관이 관측에 참여하는 관행은 중종 대부터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종 대에 이르러 비로소 일반화되었다.44)

42)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환으로 ‘17세기의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빙기설을 전제
로 당시 전 지구의 기후가 매우 한랭했음을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문기는 조선, 명·청, 일본 등의 기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17세기 동아시아
삼국이 크게 세 번의 대기근을(1640년대, 1670년대, 1690년대) 공통적으로 겪었으며,
대기근이 엄습한 시기에 동아시아 삼국에서 전쟁, 왕조 교체, 민란 등 역사적 변란들
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소빙기 기후변동”, 역사와
경계 77 (2010), 133-194쪽;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제43집 (2011), 71-129쪽.

43)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92-93쪽;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
종대 사회상”, 이태진·김백철 엮음,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2011),
96쪽.

44) 중종실록 권75, 28년 6월 8일. “觀象監啓曰, 前有星變, 則選人測(侯), 故今亦一日使
三人, 輪次測(侯)矣”; 혜성을 관측하는 일에 문신들 가운데 3명을 차출하여 참가시키
자는 의견은 현종 2년 1월 12일 승정원일기에서 찾아진다. 당시 영의정 정태화는
전례에 따라 문신들 중 3명을 선발하여 관상감의 측후관과 함께 혜성을 관측하게 하
자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홍문관 교리 이민적(李敏迪), 이조정랑 남구만(南九萬), 홍
문관부수찬 김만기(金萬基)가 선발되었다. 승정원일기 166책, 현종 2년 1월 12일.
이후로 계속해서 혜성 관측에 문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현종개수실록 권11, 5년 10
월 11일; 승정원일기 187책, 현종 6년 2월 22일; 승정원일기 206책, 현종 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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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자연재해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왕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들을 아끼는 ‘경천근민(敬天勤民)’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

업도 요구되었다. 17세기 후반 조정이 관상감의 혼천의 제작 사업을 적극 지원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먼저 조정은 효종 8년(1657) 김제 군수 최유지(崔攸之,

1603-1673)가 대나무로 제작한 죽원자(竹圓子)를 홍문관(弘文館)에서 목제 혼천

의로 모방하여 제조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홍문관은 최유지의 혼천의를 경연의

교보재로 사용하고, 누국(漏局)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했다.45)

그로부터 5년 뒤인 현종 10년, 옛날 세종의 흠경각 제도를 복원하자는 취지에

서 혼천의를 제작하자는 좨주(祭主)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건의에 따라

이민철(李敏哲, 1631-1715)과 송이영(宋以穎, ?-?)이 각기 다른 종류의 혼천의를

제조했다.46) 서경 기형(機衡) 장의 채침(蔡沉, 1167-1230) 주를 참고하여 만

들어진 이민철의 ‘전통’ 수격식 혼천의와 서양식 자명종 기법을 응용한 송이영

의 혼천의는 모두 시각을 알리는 “혼천시계”였다.47) 게다가 이 두 혼천의는 전

통 혼천의의 망통(望筒)과 사유환(四遊環) 같은 관측 장치가 제거되고 네모난

땅의 모양[地方]이 설치되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

方)의 우주형태를 완벽히 묘사하는 전시 도구가 되었다. 이민철과 송이영의 혼

천의는 국왕의 신성한 임무, 즉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들에게 제때를 알려주는

‘관상수시’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48)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숙

5일; 승정원일기 279책, 숙종 6년 10월 4일 등을 참고.
45) 구만옥, “최유지(1603-1673)의 죽원자-17세기 중반 조선의 수격식 혼천의-”, 한국사
상사학 제25집 (2005), 173-210쪽.

46) 증보문헌비고 상위고 3 권3, 2ㄱ; 아마도 혼천의 개수에 대한 송준길의 건의는
현종 9년(1668)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년도 채 안되어 혼천의를 제작했다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며, 현종 10년(1669) 5월 16일, “혼천의를 지난해 옥당의 관원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였다(上曰, 渾天儀, 上年令玉堂官監修矣)”는 현종의 발언으로 보아
이미 1년 전에 혼천의 중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7) 한영호, 남문현, 이수웅, “朝鮮의 天文時計 연구-水激式 渾天時計-”, 한국사연구
113 (2001), 78쪽; 김상혁, 국보 제230호 송이영의 혼천시계 (한국학술정보, 2012),
55쪽.

48) 최석정, 齊政閣記 明谷集 권9, 3ㄱ. “臣竊伏惟念古之帝王, 德莫盛於堯與舜. 二典
之贊堯曰, 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其贊舜曰, 在璿璣玉衡, 以齊七政. 誠以政莫
先於敬天勤民, 而苟非儀象之器, 無以觀天而察時也. 漢唐以來, 代有其器, 惟元之郭守敬
所制諸象號稱精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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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3년(1687), 그 사이에 망가져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던 이민철과 송이영의

혼천의를 보수해야 한다는 부총관(副摠管) 최석정의 건의에 따라 조정은 혼천의

개수 사업을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다.49) 숙종은 최석정을 혼천의 보수 사업의

책임자에 임명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50) 약 7개월 뒤 두 대의 혼천의가 보

수되자 숙종은 희정당(熙政堂) 남쪽에 따로 제정각(齊政閣)을 마련하여 이 기구

들을 안치하도록 명령했다. 이 사업은 이듬해 4월, 최석정이 제정각기(齊政閣記)

를 작성하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최석정에 따르면, 혼천의는 숙종이 요·순임

금의 문물제도를 본받고 그들처럼 경천근민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고 있음을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였다.

아, 우리 세종장헌대왕께서 경회루의 북쪽에 간의대를 설치하시고 또 흠경각과 보루

각 2개의 각을 두셨는데 규칙과 법도가 정밀하게 갖추어진 것이 前代보다 아주 뛰

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兵火를 만나 舊制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는 신성한 자질로써 끊임없이 왕업을 행하시고 근면히 정사를 보며 밤낮으로 경전

을 학습하여 하늘을 공경하셨습니다. 이 선기옥형이 진실로 선왕이 보좌에 계실 때

남기신 의기임을 생각하시어 거듭 개수를 완수하라고 명하셨으며 더욱이 이 각을

설치하여 조정의 의견을 듣는 여가에 항상 이것에 유념하시어 欽崇의 뜻을 지극히

하시고, 순임금이 요임금을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림을 본받아 정치에 [七政을] 가지

런히 하는 일을 우선하셨으니,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옛 성인의 정치와] 부합합니

다. 어찌 밝지 않겠습니까!51)

최석정은 혼천의를 군주의 심성 수양의 문제와 연결시키며, 태양과 달의 끊임

49) 같은 글, 1ㄱ. “蓋在顯廟朝, 使敏哲刱造渾儀, 中廢而弗用者, 且二十年, 甲子秋, 臣以承
旨進言渾儀廢可惜宜修. 允之.”

50) 숙종은 최석정이 관상감 관원들과 혼천의 중수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궁궐 통행권인 표신(標信)없이 궐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9일. “兪命一, 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崔錫鼎, 今日以璿璣玉衡修
改始役事, 觀象監役所處除標信, 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51) 최석정, 齊政閣記 明谷集 권9, 3ㄱ-ㄴ. “越我世宗莊憲大王設簡儀臺於慶會樓之北,
又置欽敬報漏二閣, 規度精備, 夐越前代, 中經兵燹, 舊制蕩然. 今殿下以神聖之資, 嗣無疆
曆服勤政, 典學夙夜對越. 念此璣衡實先王宥坐之遺器, 申命完修, 又設玆閣, 聽朝之暇, 常
目在是, 以致欽崇之意, 視舜之紹堯爲治. 政先在齊, 殆將曠世而一揆, 豈不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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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운행을 형상화한 의기인 혼천의를 통해 하늘의 덕을 본받아 자강불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52) 뿐만 아니라 혼천의 중수 사업에 후원한 숙종의 행위를 유

교적 예악문물과 전장제도가 완비된 세종대의 고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인식

했다. 그는 세종이 하늘을 공경[欽若昊天]하기 위해 설치한 간의대와 흠경각, 보

루각이 전쟁을 겪으며 없어지게 되었지만 숙종에 의해 비로소 옛날의 훌륭한

문물제도가 부활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이후에 다스림이 완성되고 제도가 정비되어 예악이 갖추어지면 [세종대의] 간의와

흠경각의 제도 또한 점차 옛 모습이 복원될 것이며, 때에 맞춰 날이 개고 비가 내려

백성과 만물이 함께 태평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니 신은 전하를 위해 칭송할 것입니

다.53)

요컨대, 혼천의는 숙종의 유교적 군주로서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정치

적, 이념적 도구였다. 숙종은 혼천의 복원을 통해 자신이 요·순의 예악문물과

전장제도를 계승하고 나아가 이것을 훌륭하게 재현한 세종의 제도를 복원했음

을 강조하려 했다.54)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되었던 17세기 후반, 관상감

의 사업은 이상과 같이 천변현상을 관측하고 혼천의를 중수하는 사업에 집중되

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서양 천문학

지식을 옹호했던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최석정(崔錫鼎, 1646-1715) 같은

양반 관료들이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들 양반 관료들은 그 과정에서 관상

감의 열악한 형편을 개선하고 역법의 운용 수준을 향상시키려 애쓰는 등 국가

천문학의 수준 전반을 제고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혼천의 보수 사업을 주도

52) 같은 글, 3ㄴ. “璣衡者器也, 天載之無聲臭者道也. 天人不遠, 道器相須, 因可見之粗迹.
察默運之至理, 法其行健之不息, 體其覆幬之無私, 以盡夫則天奉天之實.”

53) 같은 글, 3ㄴ. “異時治成制定, 禮樂備具, 欽敬簡儀之制, 亦可以漸復舊觀, 而雨暘以時,
民物咸若, 太平萬歲, 臣且爲殿下頌之.”

54) 숙종 13년(1687) 태조 대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다시 석각한 사실도 혼천의 중수 사업
과 맥을 같이한다. 문중양, “조선 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고법 천문도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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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관상감에 측후관들이 숙직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천문학을 담당

할 관원들도 부족했으며, 그나마 고용된 관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던 열악한

형편을 목도한 최석정은 숙종 13년(1687), 당시 관상감 영사였던 남구만과 함께

관상감 관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55)

또한 이들은 당시 관상감의 역법 운용 실력이 효종 5년 시헌력으로 개력할

당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최석정은 관상감 천문학자

들이 시헌력을 더 깊이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그는 숙종 10년(1684), 관상감 천문학자들의 시헌력 운용 실력이 형편없다고

지적하며 “그들로 하여금 추산법을 학습하도록 하여 점차 역법을 닦아 밝게 하

자”고 건의한 바 있었다.56)

실제로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숙종 21년(1695) 남구만이 관상감 천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역법 공부 모임’을 조직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는 이 모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숙종 27년(1701) ‘역법 공

부 모임’에 대한 조정의 후원을 요청했던 최석정의 건의를 통해 그 대강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을해년 영부사 남구만이 [관상감] 영사를 담당할 때에, 젊고 총민한 사람 십 여 명

을 뽑아 훈장과 교회를 정하였는데, [이들은] 빈한한 부류인데다 시골에 사는 이가

많아 그 사세가 일하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미곡 백 여석을 구해서 먹이고 공

부하게 했습니다.57)

숙종 21년(1695) 남구만이 조직한 모임에서는 주로 시헌력을 공부했던 것으로

55)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13일. “崔錫鼎曰, 臣方管璿璣玉衡修改之役, 進往
本監, 則非但房舍頹毁, 只有本監官員數人, 不成貌樣. ... 南九萬曰, 臣以本職, 兼帶觀象
監領事, 見本監之事, 則頹廢莫甚, 欽若昊天, 乃是人主莫大之政, 豈可如是解弛乎? ... 且
聞此兩人, 雖名天文敎授, 本監房舍毁破, 無可止接之處, 故元無入直觀監之事, 多少間只
費廩料云, 實無置官之意.”

56) 각주 36번 참고.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9월 17일)
57) 승정원일기 398책, 숙종 27년 7월 24일. “乙亥年領府事南九萬, 爲領事時, 抄出年少
聰敏十數人, 定訓長敎誨, 而貧寒之類, 多在鄕曲, 勢難就業, 故覓得米穀百餘石, 使之供饋
隷習[肄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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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일단 최석정이 이 모임에 대해 “‘북경에서 [시헌]역법을 배워온 선학들

이 이미 모두 늙고 죽은 데다 후학에게 공부하도록 권장하지도 않아 술업이 쇠

퇴하고 있는’” 실정을 염려하며 조직했다고 밝힌 것을 통해 이 모임이 시헌력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58) 실제로 남구만은 평소에

시헌력에 대해 태양의 궤도 운동을 대통력보다 정확히 반영한 역서라고 주장하

는 등 일찍부터 시헌력에 대한 신뢰가 깊은 인물이었다. 현종 3년(1662) 3월, 남

구만이 암행어사로서 경상도 진주를 방문했을 때 의흥현감(義興縣監) 하홍도(河

弘度, 1593-1666)와 시헌력에 대해 나눈 대화가 그의 문집 약천집(藥泉集)에
실려 있는데, 이들의 대화에서 평소 시헌력에 대한 남구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를 파악할 수 있다. 그는 하홍도가 시헌력의 절기일이 불규칙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소생 또한 이 역법에 대해 들었는데 비록 測候하는 데 마땅한지는 모르겠으나 또한

원래 의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춘분부터 추분에 이르는 사이는 태양의 궤도가 북쪽

에 가까워지므로 아래에서 태양을 보면 그 도수가 넓고 멀어집니다. 추분에서 춘분

에 이르는 사이는 태양의 궤도가 남쪽에 가까워지므로 아래에서 태양을 보면 그 도

수가 좁아집니다. 비록 24방위는 각각 제자리가 있으나 하늘의 형태는 둥글고 태양

은 그것을 따르기에 해 그림자의 길이가 이것 때문에 다르며 절기가 어떤 것은 이

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느리기도 한 것 역시 이에 연유합니다. 이 때문에 시헌력법

은 춘분에서 추분에 이르는 사이에 절기 역시 길어지고 추분에서 춘분에 이르는 사

이 절기는 역시 짧아집니다. 그러나 동·하지에 이르면 고법과 지금의 법이 일찍이

차이가 없으니 어른께서는 이것을 세세히 상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59)

58) 같은 기사, “自先朝, 多費盤纏, 赴京學來之後, 先進已盡老死, 後學亦不勸奬, 其術廢墜,
事極寒心.”

59) 남구만, 嶺南雜錄 藥泉集 제29, 25ㄴ-26ㄴ. “小生亦聞此法, 雖未知恰當測候, 而亦
非元無意義者也. 自春分至秋分之間則日輪躔次近北, 故自下視之, 其度闊遠. 自秋分至春
分之間則日輪躔次近南, 故自下視之, 其度狹小. 雖二十四方位各有其處, 而天形圓而日輪
隨之, 故日晷長短, 以此有異, 而節氣之或進或退, 亦由於此. 是以時憲曆法, 自春分至秋分
之間, 節氣亦長, 自秋分至春分之間, 節氣亦短. 而至於兩至則古曆今曆未嘗有異, 未知丈
細考及此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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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도가 ‘‘오랑캐’의 요망한 역법인 시헌력이 기존 역법과 비교하여 절기 사이

의 시간 폭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자 남구만은 시헌력이 태양의 실

제 운동을 반영한 역법이기 때문에 절기일 사이의 시간 폭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이 태양의 부등속 운동을 고려한 시헌력이

계절에 따른 주야 길이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도 믿었다. 바꿔 말하면,

남구만은 앞서 살펴본 김시진이나 송형구 등과 달리 시헌력의 정기법을 대통력

의 평기법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다.60)

시헌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숙종 21년 남구만은 관상감의 ‘역법 공부 모

임’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을 교육하여 시헌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사망자를 낳으며 조선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

격을 입힌 이른바 ‘을병대기근(1695-1699)’에 의해 이 모임은 끝내 해체되고 말

았다.61)

숙종 27년(1701), ‘역법 공부 모임’은 영의정에 임명된 최석정에 의해 부활했

다. 시헌력 계산법을 가르쳤던 훈장들이 남구만의 ‘역법 공부 모임’이 해산된 이

후 5-6년 사이에 사망하게 되어 그 뒤로 역법 지식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할 것

을 염려한 최석정은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시헌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남구만의

모임을 적극 계승하여 운영했다. 그는 천문학 생도 열여섯 명과 그들을 가르칠

선생 네 명을 뽑아 모임의 규모를 남구만의 모임보다 더 확대했으며 모임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필수 물자들을 조정에 요청했다.62)

최석정은 이 모임을 통해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 천문학을 옹호했던 그는 남구만과 마찬가지로 시헌력을 신

뢰하고 있었다. 최석정은 친구 이세구(李世龜, 1646-1700)에게 보낸 편지에서 태

양이 ‘여름에는 느리게 가고 겨울에는 빠르게 가는’ 정기법에 대해 언급하며

60) 정기법과 평기법에 대한 설명은 각주 39번을 참고.
61) 승정원일기 398책, 숙종 27년 7월 24일. “値丙丁凶荒而中輟.”
62) 같은 기사, “五六年之間, 其時訓長, 相繼死亡, 新學之輩, 日益遺忘, 卽今曉解其法者,
不過數人, 若不及時學習, 則將無以傳算法, 而成曆紀. 臣等爲此之慮, 抄其生徒中聰悟可
敎者十六人, 擇算師四人, 自數日前爲始, 逐日來會, 隷業[肄業]勿怠, 而本監, 素來淸寒,
供饋之資, 無以辦出, 雖不得如前料理, 不可不參酌顧恤. 戶曹·宣惠廳, 恒有會外餘米, 兩
衙門各米二十石及兵曹布二同, 使之除出共濟, 以爲訓誨成才之地,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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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63) 물론 최석정은 과거의 대통력과 마찬

가지로 서양 역법 역시 언젠가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

다. 그는 역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면 실제 천체들의 운행과 역일이 어긋나기 시

작하는데, 전통적으로 개력을 통해 그러한 오차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에서 미루

어 시헌력 또한 언젠가 개력해야 할 역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헌

력은 아담 샬과 로(Jacques Rho, 羅雅谷, 1692-1638)가 혼의와 규표 등 천문의

기를 가지고 하늘의 운행을 관측한 것을 바탕으로 최근에 완성한 역법이기 때

문에 믿을만했다.64) 즉, 최석정에게 개력된 지 얼마 안 된 시헌력은 이전 역법

의 오차를 바로잡고 천상의 운행을 잘 반영한 역법이었던 것이다.65) 또한 서양

의 나라에서는 수학 교육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서양 천문학 또한 매우 정밀

하다고 생각했다.66)

숙종 27년(1701), 관상감 영사를 맡게 된 최석정은 ‘역법 공부 모임’을 조직하

고 운영하면서 관상감이 해결해야 할 역법상의 문제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이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석정이 ‘역법 공부 모임’에

대한 조정의 지원을 요청하기 며칠 전인 7월 19일, 관상감은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함으로써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배우고 그에 필요한 역법 서적을 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는 당시 최석정과 관상감이 공유하고 있던 기획을 드러낸

다.

(1)대통력에서 시헌력으로 한 번 바뀐 이후에 삼력일과에 대해서는 일찍이 효종조

에 천문학관 김상범이 節使를 따라 북경에 가서 시헌법을 배우고 서책을 구해온 이

래 갑오년부터 우리나라 역시 시헌법으로 추산하고 역서를 반포 했습니다. 그러나

칠정행도에 대해서는 아직 시헌법을 배워오지 못하였고, 추보 가능한 방서도 없습니

63) 최석정, 與李壽翁書 明谷集 권13, 23ㄱ. “蓋太陽之行, 有冬夏之盈縮, 太陰之轉, 有
初終之遲疾, 此則不可不知也.”

64) 최석정, 與李壽翁書 明谷集 권13, 51ㄱ. “湯羅諸人以渾儀及圭臬測候甚精.”
65) 같은 글, 51ㄱ-ㄴ. “自古改曆者, 非出於得已, 冬至日軌及日月合朔, 久而有差, 故不得已
而改之, 西法亦難保久而不差, 而但改之不久, 故其言可信也.”

66) 같은 글, 54ㄴ. “西法雖似迂怪闊誕, 異邦之人, 或有精於度數者, 而今西洋之俗, 專以算
數爲敎, 其推曆之法, 甚細甚密, 不可草草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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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근래에 사용하는 [칠정]역서는 계속 대통법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관

서의 역서를 때로는 시헌력법으로, 때로는 대통력법으로 인출하고 있으니, 事體에서

보건대 극히 未安합니다.67)

(2)節使가 赴燕할 때에 본감의 관원 중에 총민하고 일의 이치를 잘 아는 자를 뽑

아 데리고 가서 [북경에서] 역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칠정추보법을 배우게 하고,

또 그 책을 사서 가져오도록 하소서.68)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

는 남아있는 기록상으로 현종 14년 관상감 제조 민유중이 제안했던 이후로 27

년 만에 다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에 관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

아, 당시 천문학자의 북경 파견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관상감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된 17세기 후반, 혼천

의 중수사업 등을 계기로 관상감의 천문학 부문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된 남구

만, 최석정 같은 소론 계열 양반 사대부 관료들에 의해 조선의 천문학 사업의

성격은 천변관측과 천문의기 중수 사업에서 역법 학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

었다. 1680-1690년대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은 관상감 영사를 역임하며 조선 천

문학자들의 천문역법 운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법 공부 모임’을 조직하

여 운영했고, 숙종 27년 영의정에 제수된 최석정은 스승이자 선배인 남구만의

사업을 계승·발전시켜 조선 천문학자들의 시헌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학문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67) 이 인용문의 (1)과 (2)는 각각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기사이다. 승정원일기 기사의 끝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천문학자를 북경에 보내자”라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두 기사를
함께 나열했다. 승정원일기 398책, 숙종 27년 7월 19일. “一自大統曆變爲時憲之後,
三曆日課, 則曾在孝廟朝, 天文學官金尙范, 節使之行, 入送北京, 學得時憲法, 且得書冊以
來, 自甲午爲始, 我國家亦以時憲法, 推算印布. 而至於七政行度, 則時憲法, 未能學得, 且
無方書之可以推步. 以此之故, 近來行用, 缺連以大統法推算, 一監曆法, 或以時憲印出, 或
以大統印出, 揆以事體, 極爲未安.”

68) 숙종실록 권35, 27년 7월 19일. “節使赴燕時, 請擇本監官員聰敏解事者同往, 尋問曉
解曆法之人, 學其七政推步之術, 且貿其方書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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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수령: 을유년 역서 사건

17세기 후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선 조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천문학자의 북

경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서양 천

문학에 우호적이었던 양반 관료들의 후원 아래 시헌력을 공부하며 역법 실력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숙종 30년 12월, 이듬해 을유년의 조선 역서가

청나라의 역서와 월의 대소 및 절기 날짜에서 차이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는 관상감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조정의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관상감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재개되었고 그 결과 관상감의 역법 운용 수준은 그 이전보다 훨

씬 성장하게 되었다. 을유년 역서 사건의 해결책으로 관상감은 산법을 잘 다루

는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사건의 발생 요인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로

써 숙종 31년 동지사를 따라 김상범 이후 50년 만에 천문학자 허원의 북경 파

견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시헌일과력을 완벽히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50년 간 편찬하지 못했던 시헌칠정력을 처음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650년대 시헌력 수용을 결정하면서 관상감이 세운 애초의 목표이기도 했

다. 이 절에서는 우선 을유년 역서 사건의 발단부터 해결까지 그 전말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허원의 1차 북경 파견의 목적과 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상감이 을유년 역서 사건을 개력 이후 50년

간 정체되었던 시헌력 학습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고, 특히 당

시 관상감 영사였던 최석정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일

것이다.

3.1. 을유년 역서 사건 발생과 관상감의 위기

숙종 30년(1704) 12월 11일, 관상감은 이듬해의 조선 역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승정원을 통해 조정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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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을유년의 청력과 향력을 지금 막 비교·검토해보니 대소월이 서로 달랐습니다.

청력은 11월이 大月, 12월이 小月인데, 향력은 11월이 소월이고, 12월이 대월이었습

니다. 이것 때문에 大寒이 청력은 12월 초6일인데, 향력은 초7일이고, 立春이 청력은

同月 21일인데, 향력은 22일이어서 진퇴의 차이가 하루에 이르니, 진실로 놀랍습니

다. 이 역서를 추산한 역관을 일단 囚禁하고, 천문학 겸교수와 본감의 제원들에게

다시 명하시어 회동, 추산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69)

11월 말경, 관상감은 황력재자관(皇曆賫資官)이 전해준 청의 을유년(숙종 31년,

1705) 역서를 미리 계산해 놓은 조선 역서와 비교·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두 역

서에 11월, 12월의 대소, 대한(大寒)과 입춘(立春)의 절기 날짜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70) 관상감은 우선 을유년 역서를 계산한 천문학자를 감옥에 가

둔 다음 역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아 역서의 계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검

토하겠다고 보고했다.71)

이에 따라 관상감은 역법 계산을 잘 하는 산원 7명과 천문겸교수 2명을 선발

하여 을유년 역서의 계산 과정을 검토하게 했고, 엿새 후 그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했다.

오는 을해년의 역서는 청력이 11월大, 12월小, 향력이 11월小, 12월大였습니다. 청력

과 향력의 대소월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역서를 추산한 해당 역관을 수금하고, 본감

의 산술에 精明한 7인과 천문겸교수 2인에게 다시 명하여 회동하여 서로 실상을 따

져 보게 했더니 11월小, 12월大로 [계산되어] 이전 계산과 서로 부합했습니다.72)

69) 승정원일기 422책, 숙종 30년 12월 11일. “來乙酉淸鄕, 今方考準, 而大小月相左, 淸
十一月大, 十二月小, 鄕則十一月小十二月大. 以此之故, 大寒淸十二月初六日, 鄕初七日,
立春淸同月二十一日, 鄕二十二日, 進退之差至於一日, 誠爲可駭. 當該作曆官, 姑爲囚禁,
更令天文學兼敎授及本監諸員, 會同推算, 以定是非, 何如?”

70) 숙종실록 권40, 30년 10월 28일에 황력재자관이 역서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봉황
성의 책문에서 청나라 사람에게 위협 받은 기록이 있다. 봉황성은 청에서 조선으로
들어올 때 압록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지역이다. 황력재자관이 10월 말에 이곳에
있었으니, 11월 초·중순 쯤 청에서 반사된 역서가 한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71) 조선의 역서는 중국의 역서와 월의 대소, 절기 일자, 윤달의 위치 등에서 일치해야
했다. 만일 조선에서 미리 계산해 둔 역서가 중국에서 보내온 역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상감은 대개 중국의 역서 내용대로 조선의 역서를 수정하여 전국에 배포했다.
조선의 역서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박권수, “조선의 역서 간행과 로컬사이언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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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아 을유년 역서의 계산 과정을 재차 확인해 보았

지만 애초 조선 역서의 계산에서 잘못된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력이 당연히 정밀할 것 같지만”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차이에 이르게 되었는

지 모르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관상감에 따르면, 지난 50년 간 조선과 청나라

가 동일한 시헌력법을 사용해오는 동안 이처럼 월의 대소가 달랐던 적은 한 번

도 없었는데 “유독 올해에만 평소의 방법과 차이가 있었다.” 관상감은 을유년

역서의 계산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일단 처음의 계산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는 사실을 근거로 하옥된 관상감 관원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앞

으로 을유년 역서 차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73)

그에 따라 숙종 30년 동지 무렵, 애초 관상감의 계산 값이 반영된, 11월이 작

은 달이고 12월이 큰 달인 역서가 반포되었다. 관상감이 조선과 청나라의 역서

가 월의 대소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조선에서 역서 인

출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청력의 내용을 반영하기에 시간이 촉박

했을 것이다. 청력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11월, 12월 장을 다시 인출해야 했던

것이다. 더욱이 관상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조선 역서의 계산 과정에 잘못이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정은 전국에 조선의 계산 값이 실린 역서를 반포

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상감은 여전히 청나라의 역서와 조선의 역서가 월의 대

소에서 차이를 보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을유년 역서 사건을 일단락하면서 추후 월의 대소차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겠

다고 했던 관상감은 이듬해 5월 말에 이르러 그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

다.74) 이들에 따르면, 을유년 역서의 오차는 애초에 ‘문자책’에 잘못 인쇄된 연

72) 승정원일기 422책, 숙종 30년 12월 17일. “來乙酉年曆, 淸十一月大, 十二月小, 鄕十
一月小, 十二月大. 淸鄕大小月相左, 故作曆當該官, 今方囚禁, 而更令本監算術精明者七
人, 竝與天文兼敎授二員, 眼同相覈磨鍊, 則十一月之小, 十二月之大, 終始相符矣.”

73) 같은 기사. “淸曆似當精密, 而用何法致有如是之不同, 實未可曉也. 槪曆家算數, 多驗日
月之食, 故本監諸官, 衆缺如一而言曰, 時憲算數, 淸鄕通行, 其來久矣. 自甲午至于今日,
五十年許, 用此法, 而月之大小, 無不脗合矣. 獨於今年, 有乖常法, 而他無證質之方. 目今
諸官之所推, 與前曆官, 無少差謬, 則當該官, 合有寬恕之道, 姑爲放釋, 以責來效, 何如?”

74) 숙종 31년 5월에 관상감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
왕조실록의 숙종 31년 6월 10일 기사에 허지, 윤세기, 이유 등의 논의가 모두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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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값을 월의 대소를 계산하는 데 대입하여 생긴 문제였다.75) 즉, 원래 을유년

의 연근 값인 ‘2궁 10도’를 넣어서 을유년 역서를 계산해야 했는데 ‘문자책’에

이 수치가 ‘2궁 14도’로 잘못 인쇄되어 있었고, 이 잘못된 수치로 계산했기 때문

에 월의 대소가 청나라의 역서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관상감은 실제로 ‘2궁 10

도’를 가지고 을유년 역서를 다시 계산해보니 청력과 동일한 월의 대소를 얻었

다고 주장했다.

예전에 연경에 가서 산법을 학습한 관원이 남겨둔 사본 한 책을 찾아서 보니 紙頭

에 잔글씨 몇 줄이 있었는데, 곧 이른바 “각 해의 年根에 4궁 9도를 더하면 다음 해

의 연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추산해보니 각 해의 연근이 일치하

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올해 연근에 있어서도 이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더니 2궁 10

도였는데, 본감의 ‘문자책’에 인쇄된 것은 2궁 14도였습니다. [2궁] 10도를 가지고 올

해의 [역서를] 청력과 비교해 보았더니 과연 서로 부합했습니다. 空자와 四자가 서

로 달라서 대소월의 다름이 있었던 것입니다.76)

관상감은 전해 12월의 주장과 달리 그들이 을유년 역서를 잘못 계산했다는

점을 시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상감 관원의 계산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위 ‘문자책’이라는 것은 서양신법역서의 “일전표”와 “월리표”로서 갑오년에 [중

국에서] 배워올 때 한 부를 사와 간행하여 전해온 것입니다. 紙頭에 씌어진 것은 곧

어 있고, 그 가운데 관상감 관원이 태만하여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지적하
며 벌을 주어야 한다는 허지의 논의가 숙종 31년 5월 27일자 승정원일기에 동일하
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6월 10일자 조선왕조실록에 소개된 관상감의
보고는 허지의 비판이 이루어진 5월 27일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5) ‘문자책’이란 과거의 천문학자―아마도 효종 대 김상범―가 북경에서 구입해 온 일
전표(日躔表)와 월리표(月離表)를 역서를 계산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표
(數表) 부분만 따로 책으로 인쇄한 것을 말한다. 관상감의 보고에 따르면, 을유년 역
서의 월의 대소차는 월리표에 잘못 기록된 달의 연근 값에 기인한 것이었다.

76) 숙종실록 권42, 숙종 31년 6월 10일. “求得往日赴京學算官遺置寫本一冊, 則紙頭有
細字數行, 卽所謂各年年根, 而以四宮空九度加之, 爲次年年根. 試以此法而推算, 則各年
年根無不脗合. 至於今年年根, 以此法較之, 則二宮十空度, 而本監文字冊所印, 則二宮十
四度也. 以十空度, 較諸今年與淸曆, 果爲相符. 空字四字相左, 致有大小月之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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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의 假令에서 빠진 것인데 그때 배워온 관원이 미처 ‘문자책’ 가운데 刊入하지

못해서 四자가 잘못 인쇄되었던 것입니다. 역관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서 추보하여

이같은 오차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태만하여 잘못 계산한 것에 해당될게 아니

라, 해당 역관이 깊이 궁구하지 못한 듯 합니다.77)

을유년 역서와 관련하여 관상감 관원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역서를 잘못 계

산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자책’이 잘못 인쇄되어 있었음을 몰랐다

는 데 있었다. 즉, 당초 과거에 ‘문자책’이 인쇄될 때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을

유년 역서에 오차가 생겼던 것이지 을유년 역서 계산을 담당한 관원의 잘못 때

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관상감은 을유년 역서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달력의 11월, 12월의 장을 청력의 내용대로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해 12월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미 그 잘못을 알았으니 11월과 12월 두 張을 때에 미쳐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임금께 올린 삼력일과는 도로 내려 고쳐서 인쇄하여 들이고, 대소월은 청력을

따라 시행하겠다는 뜻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팔도에 行會하게 하십시오. ‘문자책’

진본은 청컨대, 이번 절사 때 산법을 조금 잘 아는 자를 보내 사오게 하여 바로잡게

하소서.78)

즉, 이들은 왕에게 이미 올린 어람역서(御覽曆書)를 회수하여 수정한 뒤 도로

올리고 전국에도 11월, 12월 장을 수정한 역서를 다시 반포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또한 산법을 잘 아는 사람을 북경에 파견하여 ‘문자책’의 진본을 구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77) 같은 기사, “本監以此意更啓且曰, 取考冊子, 果如其言. 所謂‘文字冊’者, 乃西洋新法日
躔表月離表, 而甲午年學來時, 貿得一件刊傳者也. 其紙頭所書, 卽算法假令之遺漏者, 而
其時學來之官, 未及刊入于本冊中, 致有四字之誤印, 而曆官輩, 因循推步, 以致差誤至此,
則此非怠慢誤算之比, 當該官似不深究.”

78) 같은 기사, “而旣知其誤, 十一月十二月張, 不可不及時改正. 進御三曆日課, 還下改印以
入, 大小月從淸曆施行之意, 令該曹行會八道. ‘文字冊’眞本, 請於今番節使時, 入送稍解算
法者, 貿來釐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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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상감은 어떻게 을유년 역서의 오차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알려주는 사료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관상감의 보고 내용

자체가 옳지 않은 사실에 바탕해 있다는 것이다. 당시 관상감이 실제로 참고한

‘문자책’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숙종연간 간행된 것으

로 추정되는 월리표를 통해 당시 관상감에서 참고했던 ‘문자책’의 대강을 추

측해 볼 수 있다.79) 관상감에서 잘못 인쇄된 수치라고 말했던 ‘2궁 14도’라는 값

은 규장각 소장 월리표뿐 아니라 서양신법역서의 월리표에도 나오는 값

으로서, 이 두 책에 따르면, 이 값은 관상감의 해명과는 달리 을유년이 아니라

이듬해인 병술년(숙종 32년, 1706)의 연근 값이었다. 즉, 관상감은 어떤 이유에

선가 병술년의 연근으로 기록된 값을 을유년의 연근이라고 언급하며 을유년 역

서 사건의 원인을 해명한 것이었다. 중국본 서양신법역서에도 관상감이 잘못

인쇄된 수치라고 주장한 2궁 14도가 병술년의 연근 값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들이 참고한 ‘문자책’에 인쇄의 실수가 있었다는 관상감의 해명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79) 을유년과 병술년의 달의 연근 값은 규장각에 소장된 월리표 (奎中 1756-v.1; 이하
규장각本 월리표로 약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만고궁박물원이 편집한 서
양신법역서(西洋新法曆書)에 실린 월리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들에 수록된 월리표의 연근 값은 을유년은 10궁 01도 36분 40초 27미, 병
술년은 02궁 14도 59분 43초 46미로 기록되어 있다. 故宮博物院編, 윌리표 西洋
新法曆書 (해남출판사, 2000), 208쪽. 한편 규장각에는 총 32책의 숭정역서(崇禎曆
書) (奎中 3418)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월리표 (奎中 3418-v.27)가 포
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명말 예수회 선교사와 중국 관료들에 의해 편집된 숭정
역서에 수록된 월리표의 을유년과 병술년의 연근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을유년과 병술년의 연근 값이 각각 10궁 01도 36분 40초 27미와 02궁 24
도 10분 18초 47미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이 책의 을유년의 연근 값은 서양신법
역서와 규장각本 월리표의 연근 값과 똑같은 반면 병술년의 연근 값은 서로
다르다. 아마도 규장각에 소장된 숭정역서는 숭정 4-7년(1631-1634) 중국의 역
법 개력자들이 숭정제에게 다섯 번 진상했던 원본인데 반해 서양신법역서는
탕약망이 명말 숭정역서를 순치 원년(1644) 순치제에게 바치기 위해 본래 서책
을 재편집 및 수정한 교정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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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양신법역서 월리표. 이 책에 기록

된 을유년의 연근 값은 10궁 01도 36분 40초

27미이고 병술년의 연근 값은 2궁 14도 59분

43초 46미이다.

(출처: 故宮博物院編, 윌리표 西洋新法曆書)

그림 2 규장각本 월리표. 숙종연간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에

도 ‘2궁 14도’는 병술년의 연근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처: 규장각 소장 월리표 (奎中
1756-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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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상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왜

서양신법역서에 병술년의 연근 값으로 기록된 수치를 자신들의 계산에 이용

되어 착오를 일으킨 을유년의 연근이라고 진술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

들이 거짓 해명을 했을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문자책’ 진본을

확인하기 위해 북경에 가야만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통해 관상감이 ‘문자책’ 진본을 확인해야만 했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관상감의 ‘문자책’에는 이들의 해명대로 ‘2궁 14도’가 을유년의 연근 값

으로서 기록되어 있었을 수 있다. 관상감의 ‘문자책’은 과거 효종 대 천문학자가

북경에서 구해 온 서양신법역서의 일전표와 월리표를 따로 인쇄했던 책

인데, 이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2궁 14도’가 실제로 병술년이 아닌 을유년

의 연근 값으로 잘못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럴 경우 관상감은 북경

에서 구한 ‘문자책’ 진본을 통해 자신들의 해명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었다. 관상감은 그들이 계산으로 얻은 연근 값 ‘2궁 10도’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

한 을유년 역서가 청력과 똑같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그들의 ‘문자

책’에 무언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북경 흠천감의 문자책을 대조,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당시 관상감이 사용한 ‘문자책’이 서양신법역서의 일전·월리표와 똑같

은 것으로서, 둘 모두에 ‘2궁 14도’가 병술년의 값으로 기록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관상감이 조정에 을유년 역서 사건의 원인에 대해 거짓 해명한

셈이 된다. 문제는 이 경우 ‘문자책’에 인쇄된 병술년 연근 ‘2궁 14도’가 과연 옳

은 값인지 불확실해지게 되므로, 청나라에서 어떤 값을 이듬해 병술년의 역서를

계산하는 데 썼는지 확인해야 했을 것이다. 만약 잘못될 경우, 이듬해에도 조선

과 청나라의 역서에서 월의 대소가 달라지는 등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책’ 진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상감

은 계산으로 구한 ‘2궁 10도’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고, 때문에

청나라에서 병술년 역서를 계산할 때 ‘2궁 10도’를 적용할지, 아니면 ‘문자책’ 진

본에 기록된 관상감원들이 알 수 없는 ‘다른 값’을 적용할지, 그것도 아니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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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14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관상감은

‘문자책’ 진본 없이는 계산으로 얻은 ‘2궁 10도’가 옳은 값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어떤 값을 병술년 역서 계산에 적용할지

몰랐을 것이고, 조선의 역서가 청나라의 것과 차이나지 않으려면 관상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산법을 잘 다루는 천문학자

를 북경에 파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비록 관상감이 왜 그들의 문자책에 을유년 연근 값이 ‘2궁 14도’로 잘못 인쇄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연근 값의 오류 때문에

월의 대소차가 생겼다는 관상감의 설명이 50년 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천문학자

의 북경 파견을 재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했다. 바꿔 말해, 숙

종 31년(1705) 5월 관상감의 해명은 이미 4년 전인 숙종 27년(1701) 시헌력 계

산법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해야 한다는 관상감 영사 최석정

의 제안이 실현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로써 개력 50년 만에 천

문학자의 북경 파견이 재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선은 6개월 전 자신들이 계산한 역서를 전국에 반포해도 된다고 말

했던 관상감이 이제 청나라의 역서가 옳았으니 틀린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배

포해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했다. 실

제로 그에 대해 몇몇 양반 관료들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먼저, 5월 27일

승지 허지(許墀, 1646-1719)는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중차대한 역서 계산에서 실

수를 범해 놓고도 ‘문자책’의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잘못을 덮어버

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왕에게 올린 어람역서(御覽

曆書)를 수정하여 다시 올리는 등의 미증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관상감을 질책

했다.

관상감 초기를 이제 막 살펴보니, 을유년 11월·12월 대소차이를 바르게 고치기를 청

하고 해당 역관은 반드시 깊이 허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서는 관계된 바

가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더욱 정밀하게 추산해서 오차가 없게 하는 것이 곧 그들

의 직책입니다. 애초에 비록 문서책의 잘못으로 인해 [월의] 대소 차이의 일이 있기



- 38 -

에 이르렀다지만, 청력이 온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로 다름을 깨달아 어람역서

를 개수하여 들이는 일에 이르렀으니 해당 역관을 攸司로 하여금 죄를 물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80)

애초부터 관상감은 역서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오차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고, 설

령 잘못 계산했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역서가 도착하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

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비판에 따라 을유년 역서를 계산했던 관상감 관원

은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내야 하는 벌을 받았다.81)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6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이 왕을 인견한 자리에서

예조판서 윤세기(尹世紀, 1647-1712)가 을유년 역서를 잘못 계산한 관상감 관원

들에 대해 단지 그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천문학자들이 받아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났다.

[관상감에서] 전후 말한 바가 서로 크게 다르고, 그 진실을 가리는 어설픈 말들로 [그들이] 조

심하지 않았던 것을 엄폐하고자 한 실상이 명백하여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록 승정원의 계사로

인해 이미 장80수속의 죄를 시행했지만 서전에 기재된 바, ‘일월성신을 曆象하여 공경히 사
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라’하고, ‘희화가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천상을 혼미하게 하니, 제때에

앞서게 한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고, 제때에 미치지 못하게 한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으로 보건대 그 죄의 무거움이 이와 같으니, 결코 가벼운 벌로 [다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역서를 고쳐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하는 일은 실로 전에 없었던 일이어서 듣

기에 크게 놀라우니 마땅히 중률로 논한 이후에 [고친 역서를] 반포함이 옳은 듯합니다.82)

80) 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5월 27일. “卽見觀象監草記, 則以乙酉十一月十二月,
大小差誤, 請改正, 而當該曆官, 則不必深咎爲辭矣. 曆書關係至重, 必須精加推算, 俾無差
誤者, 乃其職責耳. 當初雖因文書冊之有訛, 致有大小差誤之事, 及至淸曆出來, 始覺其相
左, 至於御覽曆書, 改修以入之擧, 當該曆官, 令攸司科罪, 何如?”

81) 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前後所言, 大相違拂, 其䌤縫周遮, 欲掩其
不謹之狀, 昭不可掩. 雖因政院啓辭, 旣施杖八十收贖之罪.” 수속(收贖)이란 늙은이와 어
린이, 불치병 환자,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 부인을 범한 도형과 유형 등의 형벌을 받
은 사람에게 은을 바쳐 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제도를 말한다.

82) 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前後所言, 大相違拂, 其䌤縫周遮, 欲掩其
不謹之狀, 昭不可掩. 雖因政院啓辭, 旣施杖八十收贖之罪, 以書傳所載(曆)象日月星辰, 敬
授人時, 與羲和尸厥官, 昏迷天象, 先時者殺無赦, 不及時者殺無赦之義觀之, 其罪之重若
是, 決不可薄罰而止. 且改印曆書, 頒布八路, 實是曾所未有之擧, 大駭聽聞, 似當論以重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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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기는 관상감 관원들이 ‘문자책’을 핑계로 삼아 역서를 잘못 계산한 과오를

감추려했고 어람역서를 수정하여 다시 올리는 미증유의 일을 저질렀다는 허지

의 비판을 반복하면서 역서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천문학자들의 잘못은 희·

화(羲和)가 때를 제때에 알리지 못한 죄와 견줄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화가 역상수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죽여 용서하지 않았다’는 상서(尙
書)의 고사를 인용하면서,83) 을유년 역서를 잘못 계산한 천문학자들에게 장형

80대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기에 이어 우의정 이유(李濡, 1645-1721)도 관상감의 잘못에 대해 비록

‘살무사(殺無赦)’에 버금가는 중률로 다스릴만한 것은 아니어도 장형 80대의 형

벌보다는 더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서 편찬이 곧 국왕의 경수인

시(敬授人時)를 대변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알면서도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이 역

서를 계산함에 실수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관상감 천문학자들의 무지 또는 불

성실로 인해 국왕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력의 표상인 역서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고 비판했다.

근래 역관들 중에는 산술을 잘 다루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서가 정밀하지 못한

것은 대개 이에 연유합니다. 추산하여 역을 만들어 “공경히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

는” 일이 어찌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여 잘못 계산하는 것은 업무

상 과실[公罪]이요, 알면서도 근면하지 못한 것도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殺

無赦의 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도 중률에 따라 논죄하여 훗날을 징계하는 도리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84)

後, 頒布爲宜.”
83) 尙書 夏書 胤征 第四. “惟時羲和, 顛覆厥德, 沈亂于酒, 畔官離次, 俶擾天紀, 遐棄
厥司, 乃季秋月朔辰, 弗集于房, 瞽奏鼓, 嗇夫馳, 庶人走, 羲和尸厥官, 罔聞知, 昏迷于天
象, 以干先王之誅. 政典曰, 先時者殺無赦, 不及時者殺無赦.”

84) 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近來曆官, 善算者絶無, 故曆書之欠精, 蓋
由於此. 推算造曆, 敬授人時, 豈不重且大哉? 不知而誤算者, 公罪也, 知之而不能致謹者,
其罪不輕. 雖不可擬以殺無赦之律, 從重論罪, 以爲懲後之道, 似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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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조선의 역서에 오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관상감 관원들이 무능하

거나 무책임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관상감에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역서가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산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하지 않은 관상감 관원들

의 불성실한 태도가 역서 계산 능력이 모자라는 것보다 더 큰 잘못으로 생각했

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조정의 논의가 역서 계산을 잘못한 관상감 관원의 처벌

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세기와 이유는 논의 주제를 관상감의 열악한

형편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역관들 중에는 산술을 잘

다루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의 논의에 이어 윤세기 또한 관상감의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동조했다. 그는 천문을 관측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관상감

의 관원들이 ‘모양(模樣)’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관측대는 풍기 이외에 필요

한 관측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관측 체계 역시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상감의 수준이 매우 한심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85)

이날의 논의는 표면적으로 관상감 관원의 잘못을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한다

는 것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관상감에 역서 계산을 잘하는 인재가 없고 제

대로 된 관측 설비와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관

상감의 천문학자들을 요임금 때의 희화씨(羲和)에 비유한 이들의 발언은 그만큼

관상감의 직무가 국왕의 중요한 임무로서 그의 신성한 권위를 뒷받침하는 일임

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논의에 따라 관상감 관원이 받

는 형벌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상감이 국왕의

권위와 직결되는 역서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좀 더 적극적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간 것이다.

85) 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觀象監, 乃司天臺也, 何等重地, 而以其涼
薄, 所謂官員, 不成貌樣, 且測候處, 有瞻星臺, 而只樹風旗, 未嘗有輪回登臺, 仰觀天象之
事, 誠爲寒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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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천문학자 허원의 북경 파견과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실력

의 개선

을유년 역서의 오차 원인에 대한 해명 이후 그 역서를 계산한 관상감 관원들

은 장형 80대보다 훨씬 무거운 도배형(徒配刑)을 받았고, 관상감 전체는 역서

제작 업무에 허술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 조정과 사대부 관

료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상감은 역법 지식 등 스스로의 전문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 외에는 바닥에 떨어진 신임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을유년 역서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관상

감은 산법을 잘 다루는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문자책’ 진본을 구해오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청나라 흠천감의 ‘문자책’ 진본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을

유년 연근의 옳은 값을 확인해야 했고 나아가 이듬해인 병술년을 비롯한 이후

역서 계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을유년 동지사행으로 북경에 파견된 천문학자의 실제 활동과 성

과, 그에 대한 조정의 평가 및 대우, 이후 관상감이 추진한 사업 등을 살펴보면

당시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자는 관상감의 제안이 단지 을유년 역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숙종 31년 동지사행에 동행할 천문학자로 선발된 이가 바로 허원이었다. 그가

어떤 절차에 따라 북경 파견원으로 발탁되었는지 남아있는 기록으로 알기 어렵

지만 그보다 반세기 전에 북경에 파견되었던 김상범의 전례를 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절에서 살펴보았듯, 효종 1년 관상감 제조 여이징이 조직한 ‘역법

연구 모임’의 일원이었던 김상범이 북경에서 시헌력의 일부를 비교적 성공적으

로 학습했던 사례는 을유년 북경에 파견할 천문학자를 선발하는 절차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남구만과 최석정은 이미 1690년대부터 천문학자 십

여 명에게 공부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역법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여이징의 ‘역

법 연구 모임’을 계승했다. 1700년경, 허원은 최석정이 조직한 ‘역법 연구 모임’

의 일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최석정에게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유학자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은 그의 저서 임하필기(林下筆記)에서 허원이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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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북경에 파견되었다고 술회했다. 비록 “숙종조에 최석정이 역법의 차

이를 걱정하여 허원을 보내 그 방법을 탐구하게 했다”는 짧은 기록이지만, 적어

도 이유원의 기록은 18세기 초 역법 정비 사업에서 최석정과 허원이 서로 연결

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6)

실제로 숙종 31년 북경에 파견된 허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의 목표가 관상

감이 계산으로 밝혀낸 연근 값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전·월

리법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나아가 교식 계산법과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모두

학습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숙종 31년 동지사의 서장관이었던 남

적명(南迪明, 1655-?)이 남긴 “문견사건(聞見事件)”에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허

원은 흠천감(欽天監) 관원에게 편지를 보내 시헌칠정력 계산에 필요한 “일월오

성주법목록(日月五星籌法目錄)”, 태양 궤도 운동 계산에 관련한 “일전세초(日躔

細草)”, 교식 추산에 필요한 “삼원교식총성고(三元交食總成稿)” 등의 서적을 요

구했다.

허원이 흠천감 관원에게 편지를 보내 을유·병술 두 해의 시헌력과 칠정력, 사초가

령, 일월오성주법목록, 삼원교식총성고, 만년력, 상원중원하원력, 일전세초 등을 문의

하였으나 [그는] 다만 을유년(1705)·병술년(1706) 두 해의 정월 초하루 누자 한 장

만을 보내왔다.87)

남적명의 기록을 통해 우선 허원은 천문학을 운용하기 위해 관상감에 필요했던

다양한 천문학 서적들, 즉 태양의 운동, 일월식 계산, 시헌칠정력 계산법에 관련

한 서적을 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문견사건”에는 허원이 그러한 서

적들을 모두 얻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적어도 흠천감 관원을 통해 이

러한 책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6) 이유원, “購中國術書”, 文獻指掌編 임하필기』제13권, 30ㄱ. “肅宗朝, 崔錫鼎憂曆法
參差, 送許遠, 卒究其法, 監官論賞.”

87) “乙酉謝恩兼冬至行書狀官南廸明聞見事件”, 使臣別單3 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
회편, 1978), 1625쪽. “許遠以乙酉丙戌兩年時憲曆及七政曆査草假令日月五星籌法目錄及
三元交食總成稿萬年曆上元中元下元曆日躔細草書, 懇於欽天官, 則只送乙丙兩年正月初一
日縷子一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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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적명의 기록은 허원이 흠천감에서 발행한 을유년과 병술년 역서의 ‘누자’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도 알려준다. 물론 “문견사건”에는 두 해의 역서를 요구했다

고 적혀있지만 흠천감 관원이 허원에게 보내온 것이 정월 초하루 ‘누자’였다는

점으로 보아 애초부터 ‘누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원이 을유년과 병술

년 역서의 ‘누자’를 요구한 까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나라가 두 해의 역서

계산에 각각 어떤 연근 값을 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 절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하군석(何君錫)으로 추정되는 흠천감 관원이

허원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허원은 이를 통해 청나라 흠천감의 계산 과정을 확

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허원이 원래 흠천감에 요구했던 서적들을 얻지 못하고 단지 을유년·병술년

역서 계산에 썼던 정월 초하루 ‘누자’만을 받았다는 일면 부정적인 남적명의 기

록과는 달리 이후 조선에 귀국한 허원은 북경에서의 공적으로 정3품 통정대부

(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는 상을 받았다.88) 숙종 32년 4월, 숙종과 비국당상

및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의정 최석정과 우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은 허원이 북경에서 아주 어려운 과업을 완수했으니 그에게 상을 내리자고 제

안했다. 이들은 허원이 북경에서 역관 이후강(李後絳, ?-1711?)의 도움을 받아

청나라에서 비밀로 취급하는 ‘일월오성초면추보법(日月五星初面推步之法)’을 학

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관상감이 그 술법을 모두 이해하여 시헌칠정력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89) 즉, 이들에 따르면, 숙종 31년

88) 남적명의 기록과 허원의 사행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볼 때, 허원은 남적명이 기록을
남긴 이후 어느 시점에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429책, 숙종 32년 4월 27일. “本監官員許遠, 旣已加資通政.”

89) 비변사등록 5집, 숙종 32년 4월 22일. “曆法大小月不同, 皇曆與我國曆, 多有差違處
矣, 本監官許遠, 入彼時, 得來諸件書冊, 其文艱奧, 非比他文, 而許遠, 能學得日月五星初
面推步之法, 出來後, 自本監一一推算, 今始盡爲解出矣. 昔在孝廟朝, 金尙范, 得來時憲
曆, 且解其算法, 故其時有論賞之事, 今亦依此, 論賞何如. 右議政金[昌集]曰, 許遠, 能得
多貿書冊, 善解曆法, 合有論賞矣. 上曰, 前例何賞耶. 崔[錫鼎]曰, 加資也. 賞典, 或高品
付料, 或援正職, 而渠曾爲正職, 依金尙範例, 加資激勸, 似宜矣. 上曰, 依前例, 加資可也.
金曰, 許遠事, 詳在使臣狀啓中, 而又聞渠言, 則此冊購得之際, 專賴首譯周旋之力云, 近來
雖得不緊文書, 朝廷輒皆論賞, 此冊, 卽彼中之禁物, 我國之要書, 而從前購求而未得者, 今
能幸勤覓來, 當該首譯, 亦當有一體施賞之擧矣. 崔曰, 今番所得冊子, 儘多緊要, 算曆之
法, 備盡靡遺云, 首譯李後絳, 亦宜有賞矣. 上曰, 以使臣狀啓觀之, 此冊, 極是彼中禁物,
而能得覓來, 首譯一體論賞, 可也.”



- 44 -

허원의 북경 파견 이후 관상감은 비로소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는 곧 관상감이 허원의 북경 파견을 계기로 ‘문자책’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1650년대 개력 이래로 알지 못했던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학습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요컨대, 17세기 중반 이래로 숙종 30년에 이르기까지 관상감이 안고 있었던

역법상의 제반 문제들은 을유년 역서 사건을 계기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즉, 관

상감은 일견 중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이 역서 사건을 도리어 그들의 부족한

천문학 운용 실력을 보완하고 효종 대 김상범 이래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했

던 시헌력 학습의 과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획의 배후에는 관상감 영사로서 이미 수년 전부터 관상감의 역법 학습을 조

직하고 후원했던 최석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석정이 을유년

역서 사건의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으며, 실제로 북경에 파견될 허원에게 시헌일

과력 및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학습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는 없다. 하지만 을유년 역서 사건이 해결되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면, 그

사태의 전개가 실제로 관상감의 천문학 실력을 향상시키려 했던 최석정의 본래

기획이 점차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허원의 북경

파견은 4년 전인 숙종 27년 최석정의 제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북경

에서 허원이 수행한 일도 을유년 역서 사건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해결을 넘어,

관상감의 숙원 사업이었던 시헌칠정력 학습이었다. 게다가 숙종 32년 허원이 귀

국한 이후, 애초에 사행 목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던 “일월오성초면추보법”을

학습한 일로 정3품 통정대부에 가자된 데는 허원의 이와 같은 공적을 강조한

최석정의 적극적인 추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관상감과

그 후원자였던 최석정은 을유년 역서 사건을 이미 수년 전부터 역법 공부 모임

을 통해 추진하고 있던 시헌력 학습을 본격화할 기회로서 성공적으로 활용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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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유년 역서 사건 이후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

관상감은 숙종 30년 12월 발생한 을유년 역서 사건의 위기를 산법을 잘 다루

는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시헌력 지식 및 기법을 학습하여 그들의 역법

운용 실력을 향상시킬 계기로 활용했다. 을유년 동지사로 북경에 파견된 허원은

흠천감 관원 하군석에게 애초 사행 목적을 넘어선 시헌일과력 및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배웠고, 관상감은 그가 학습해 온 지식을 토대로 반세기 전 시헌력으

로의 개력을 단행할 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허

원의 1차 파견 이후 숙종 34년의 역서부터 시헌칠정력을 편찬했고 나아가 1710

년대부터는 시헌중성법을 활용하여 야간 시각 체제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

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허원의 1차 북경 파견 이후 관상감이 시헌칠정력

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허원이 하군석과 교유하며 습득한 시헌력

지식을 현상신법세초류휘라는 책으로 편찬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후 관상감이 현상신법세초류휘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나간 과정 또한 허

원의 시헌중성법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허원의 을유년 북

경 사행 이후 관상감이 시헌칠정력을 편찬할 수 있었고 시헌력 지식을 보다 면

밀하게 이해하고 운용하려 했음을 보일 것이다.

4.1. 시헌력 체제의 정비

숙종 31년 허원의 성공적이었던 1차 북경 파견은 관상감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숙종 32년부터 관상감은 시헌칠정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반세기 전 관상감이 세웠던 목표, 즉 시헌일과력 및 시헌칠정력 계산법

을 한꺼번에 학습하려 했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일과력과 칠정력의 계산법이

각각 달라 매우 “미안”했던 상황이 마침내 해소되었음을 의미했다. 시헌칠정력

을 계산할 수 있게 되자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도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했

다. 먼저 관상감은 시헌칠정력을 계산할 산원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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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숙종 32년 10월 27일, 관상감은 시헌칠정력을 다음해부터 인출, 반포하

자고 제안하면서, 시헌칠정력 계산은 대통칠정력의 경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일이므로 칠정력 계산 전담 관원, 즉 신법칠정수술관(新法七政修述官)

을 최소 7명은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0)

그림 3 칠정백중력 가운데 정해년(1708) 시헌칠정력의 일부
(출처: 규장각 소장 칠정백중력 (奎 1274-v.4))

둘째, 허원의 1차 북경 파견의 성공은 그 이후에도 관상감의 천문학자가 북경

에 파견될 계기를 제공했다. 숙종 34년 허원의 2차 파견은 1차 파견의 연속선상

에 있었다. 즉, 관상감은 1차 파견 당시 흠천감의 관원으로부터 완전히 학습하

지 못했던 역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허원을 북경에 파견하자고 건

의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을유년 동지사로 북경에 방문한 허원에게 “일월오성초면추보법”을 알려준 흠

천감 관원은 하군석(何君錫, 1643-1714)이었다. 그는 1666년 강희역옥의 여파로

대통력 역국(曆局)이 설치되었을 때 흠천감에 등용되어 양광선을 도와 대통력을

90) 숙종실록 권44, 32년 10월 27일. “時憲七政法, 今幸學來, 一一解出, 已盡推算, 而未
及印出, 將以寫本爲先進上, 自明年印布, 而大統七政, 則以寫本進上, 似爲得宜. 蓋此新法
深密, 比諸大統之法, 推算之功, 不啻倍, 則決非數三人容易成曆, 而觀淸曆末張所錄推算
官之數, 則至十八員之多. 我國則經費匱竭, 雖未能一如大國之例, 而七政修述官七員, 則
不可闕一. 且必於今年冬至後始算, 明年七政, 可以再三叩算矣. 自今差出新法七政修述官
七員, 使之年年輪次作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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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하다가 1669년 페르비스트의 복귀 이후로는 시헌력을 편찬했다. 그 때문에,

하군석의 동료들은 그를 ‘대통력과 시헌력 모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91) 허원은 을유년 사행에서 귀국한 이후 숙종 34년까지 역서

계산에 필요한 상수들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산법 문제에 관해 하군석과 편지

를 주고받았다. 이때 허원의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백항년표(二百恒

年表)”의 태양최고충(日躔最高衝)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성·금성의 인

수와 연근(金水星引數年根) 값이 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92) 하군석

은 허원에게 1705년부터 1713년까지의 연근을 알려주는 등 허원의 물음에 성실

히 대답해주었지만, 편지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93) 관상감은 향후

91) 韓琦에 의하면, 하군석은 전통주의자 양광선의 밑에서 역법을 운용한 천문학자였다.
韩琦, ““自立”精神与历算活动-康乾之际文人对西学态度之改变及其背景,” 『自然科学史
硏究』 第21卷 第3期 (2002), 215-216页 참고. 최근 何氏 집안의 천문학 세습에 대해
연구한 Chang Ping-ying에 따르면, 하군석은 1666년 양광선의 주도로 흠천감에 다시
대통력 역국이 세워질 때 하기의(何其義)와 하낙서(何雒書)에 의해 추천된 사람으로,
1669년 양광선의 실각 이후에도 흠천감에 계속 남았고, 이후 페르비스트를 도와 시헌
력을 편찬했다. 1675년, 대통력과 시헌력을 섭렵했던 하군석은 강희제에게 역법 및 수
학을 가르칠 인재로 추천되었고, 1680년대 후반 흠천감정(欽天監正)에 추천되기도 했
지만 강희제의 반대로 흠천감정에 임명되지는 못했다. 하군석은 1672년부터 1710년까
지 흠천감동관정(欽天監冬官正)을 지냈고, 1711년부터 1714년 사망할 때까지 흠천감
춘관정(欽天監春官正)을 지냈다. Ping-Ying Chang, “Chinese Hereditary
Mathematician Families of the Astronomical Bureau, 1620-1850,”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2015), pp. 94-106.

92) “이백항년표(二百恒年表)”는 서양신법역서의 역원인 숭정무진년(1628)부터 200년
동안 천체의 위치를 미리 계산하여 수록해 놓은 표를 말한다. 태양, 달, 오성 등 각각
의 천체에는 “이백항년표”가 있는데, 일전표에 수록된 “이백항년표”나 월리표에
수록된 “이백항년표”가 그 대표적 예이다. 특히 허원의 질문과 관련된 태양의 “이백
항년표”에는 각 해의 태양 연근 및 일전최고충 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일전최
고충은 태양근지점(太陽近地點)으로 각 행성의 위치를 구하는 데 필요한 값이다. 하
군석이 서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허원의 질문에 답을 주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
지만, 이후 편찬된 허원의 세초류휘에는 1712년부터 1827년까지의 일전최고충 값이
따로 수록되어 있다.

93) 이때 하군석이 허원에게 서신으로 알려준 것은 수성과 금성에 관련된 수치들이었다.
허원의 1차 파견 이후 관상감은 초보적이나마 시헌칠정력 계산법을 학습하여 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각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일부 알고리듬만 알았을 뿐
실제적으로 오성의 위치 계산법에 대입할 각종 수치들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다.
때문에 허원은 하군석에게 수성과 금성의 위치 계산에 필요한 인수와 연근 값을 질문
했고, 기록에 따르면, 하군석은 1705년부터 1713년까지 두 행성의 연근 값 및 인수를
알려주었다. 이후 허원은 숙종 34년(1708) 사행에서 수성과 금성의 “이백항년표”를 구
하여 세초류휘에 이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세초류휘에는 1707년부터 1827년까
지 112년 동안의 수성과 금성의 “이백항년표”가 수록되어 있다. 허원, 세초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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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편찬에 쓸 수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월식 계산법 같은 역법을 보

완해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북경 파견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관상감은 당시 연로한 하군석이 죽기 전에 허원을 다시 북경에 파견하여 미진

한 부분을 배워올 수 있게 해달라고 조정에 건의했다.94)

일·월식 계산법을 익히고 수성과 금성의 수표를 구입하기 위한 허원의 두 번

째 북경 파견은 첫 번째 파견 때보다 훨씬 우호적인 상황에서 숙종 34년 동지

사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정은 을유년과 같이 달력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음에

도 금·수성의 연근이라는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상감의

제안을 승인했던 것이다. 허원의 사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관상

감은 일·월식 계산법을 다룬 서적은 청나라 조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그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적 구매에

필요한 은을 충분히 챙겨줄 것을 조정에 건의했고, 그에 따라 허원은 은 200냥

을 관향(管餉)과 운향(運餉)에서 지급받아 북경에 파견되었다.95)

시헌력 학습을 위한 허원의 2차 북경 파견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데는 당시

서양 천문학에 대한 조선 조정과 학자들의 인식이 배척해야 할 것에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중반 고조된 반청감정이 숭명 이념과 맞물려 서양 역법 수용 반대론으로 이어

졌던 조선 내부의 문화적 조류가 시헌력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정

169-192쪽; 비변사등록 5집, 숙종 34년 6월 20일. “所謂二百恒年表中, 日躔之最高衝,
金水星之引數年根, 與算法不合, 故以書往復於欽天監敎算者何君錫, 則又以乙酉至癸巳年
根出送.”

94) 승정원일기 443책, 숙종 34년 6월 20일. “但所謂二百恒年表中, 日躔之最都衝, 金各
星之列數, 年根與算法不合, 故以書往復於欽天監敎算者河[何]君錫, 則又以乙酉至癸巳年
根出送, 所謂年根, 乃作曆之宗法, 無此, 則布算者, 無從下手, 癸巳以後, 實無推算之路,
且日月食時刻分秒, 每多違舛, 必及何君錫未死之前, 學得以來, 依乙酉年例, 前頭冬至使
行時, 更送許遠.”

95) 승정원일기 444책, 숙종 34년 8월 19일. “曆法七政, 癸巳後年限覓來事, 及日月食法
缺官員許遠, 更爲入送北京之意, 旣已入啓, 缺日月食法, 比之曆算, 尤爲艱劇, 彼欲冒禁鬻
缺將刁蹬其價, 乙酉年間行用曆釐正之時, 該曹所給, 甚爲零星, 故其時使臣, 運餉所儲銀
二百兩, 取去矣. 今番則令該曹, 量宜優給其價本, 使臣句管其出入, 算法學得後, 如有餘
數, 還納該曹, 何如?”. 당시 허원은 관향과 운향에서 은 200냥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
다. 그가 북경에서 여러 책을 사고도 남은 은 40냥 5전을 관향과 운향에 돌려주었다
는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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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허원의 2차 파견 직전인 숙종 34년(1708) 5월 숙종의 명을 받아 관상감이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의 천문도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의 세계지도를 모사한 사건에서 잘 드러

난다. 영의정이자 관상감 영사로서 이 사업을 관장한 최석정은 모사 작업이 완

료된 직후 작성한 “서양건상곤여도이병총서(西洋乾象坤輿圖二屛總序)”에서 서양

천문학의 우수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본감에는 오래전 천상분야도 석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북극을 중앙으로 삼았습니

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躔度는 차이가 없으나 적도 남쪽의 躔度는 점차 협소

해져서 오히려 성기어졌기에 하늘의 본체와 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西士는

두 개의 원을 만들어 천체를 평평하게 나누었는데, 하나는 북극이 중앙이고, 다른

하나는 남극이 중앙입니다. 은하수를 무수히 많은 작은 별로 보았고 列宿 가운데 觜

宿와 參宿(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는 석본과 똑같지 않지만 도리어 천상의 진

실한 모습을 얻은 것입니다.96)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석정은 이미 시헌력이 대통력보다 정확하다는 견해

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지만, 숙종 34년의 모사작업을 통해 이를 조선 조정의

공식 입장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시헌력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했던 17세

기 후반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최석정은 서양천문학을 정당화하기 위

해 이를 청나라의 역법이 아니라 실은 명나라에서 제작된 것임을 강조했다. 즉,

아담 샬의 천문도와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명나라의 유산이므로 명나라를

계승한 조선이 두 그림으로 대변되는 서양의 천문지리학을 받아들이고 또 보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아! 건상도에는 崇禎戊辰의 자구가 있고, 곤여도에는 大明一統의 자구가 있습니

다. 돌아보니 중국에서는 세운이 변천하여 禹封과 周曆은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뜻이 있는 선비와 충신의 匪風下泉의 뜻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

96) 최석정, 西洋乾象坤輿圖二屛總序 명곡집 권8, 33ㄱ. “蓋本監舊有天象分野圖石本,
而以北極爲中央. 赤道以北躔度無差, 赤道以南躔度, 宜漸窄而反加闊, 與上玄本體不侔.
今西士爲二圓圈, 平分天體, 一則以北極爲中, 一則以南極爲中. 以天漢爲無數小星, 列宿
中觜參換置. 此與石本不同, 而却得天象之眞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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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신은 이에 거듭 감동했습니다. 모사하여 병풍을 만드는 일이 끝났으니 왼쪽 여

백에 간략히 적습니다.97)

서양의 천문도와 세계지도에서 각각 발견된 “숭정무진”과 “대명일통”의 글귀는

모두 옛 명나라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최석정은 이를 통해 두 그림이 명나라의

유산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는 건상도와 곤여도를 고대 성왕의 신

성한 제도 즉, 주나라의 역법을 뜻하는 “주력”과 우임금의 이상적인 토지구획을

의미하는 “우봉”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서양 과학을 명나라를 넘어 고대 이래

중국의 성스러운 문화적 유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따라서 조선에서 수용하고 체

화해야 할 대상으로 정당화했다. 요컨대, 서양 천문도와 세계지도가 조선 조정

의 공식 사업으로 모사되고, 그 서문에 이와 같이 서양 천문지리학의 정당화가

이루어진 것은 서양천문학에 대한 최석정 등 몇몇 양반 관료들의 우호적 견해

가 이 시기에 이르러 조정의 주도적 견해로 바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과 허원의 북경 파견을 지원하고 있었다.

숙종 34년 북경에 두 번째 파견된 허원은 일·월식 계산법과 수성 및 금성의

연근 등이 기록된 수표를 구입했다. 이 책들은 일월식을 예측하고 시헌칠정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아울러 허원은 하군석으로 추정되는 흠천감 관원

의 선처로 영대의상지(靈臺儀象志), 천원옥력상이부(天元玉曆祥異賦), 칠십
이후해설(七十二候解說), 천문대성(天文大成管窺輯要), 천원역리(天元曆理),
융헌지장(戎軒指掌), 유성섭요(流星攝要) 등의 서적과 일성정구(日星定晷),

일영윤도(日影輪圖) 등 측산기구, 일·월식 측후에 사용할 원경(遠鏡) 등을 구입

했다.98) 당시 조정에서는 통역을 맡은 이후강과 허원에게 특히 천문대성과 같

97) 같은 책, 33ㄴ. “噫. 乾象圖有崇禎戊辰字, 坤輿圖有大明一統字. 而眷焉中朝, 世運嬗變,
禹封周曆, 非復舊觀, 志士忠臣匪風下泉之思, 庸有旣乎. 臣於是重有感焉. 摸寫裝屛旣訖,
略識于左方空幅云.”

98) 승정원일기 447책, 숙종 35년 3월 23일. “因觀象監草記, 本監官員許遠, 別爲入送,
而管運餉銀二百兩, 亦出給矣. 所謂金水星年根未透處及日月蝕法, 可考諸冊, 幸得貿來,
而竝與中間通言人所給情債, 其數爲一百兩. 欽天監人, 又送言以爲, 尙有他冊可買者, 欲
買則當許賣云. 故臣使之錄示其冊名, 則乃是戎軒指掌, 儀象志, 精儀賦, 詳儀賦, 七十二候
解說, 流星攝要及日星定晷日影輪圖兩器也. 此皆我國所未見者, 故盡爲買之, 而此外天文
大成, 天元曆理等書, 亦頗要緊, 且日月蝕測候時, 所用遠鏡, 每每借來於閭家云. 故亦皆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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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입하기 어려운 책을 구매한 공로로 상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

다.99)

4.2. 현상신법세초류휘 편찬 및 보완

숙종 31년, 34년 두 차례 북경 파견을 통해 역법 운용에 필요한 서책을 구입

하고 흠천감 관원 하군석과 여러 차례 시헌력 지식을 교류하며 점차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허원은 숙종 36년(1710) 6월 그동안 습득한 시헌력 지식

을 총 2권 1책의 현상신법세초류휘(玄象新法細草類彙)(이하 세초류휘로 약

칭)로 엮어내었다. 그는 세초류휘를 건책(乾冊)과 곤책(坤冊)으로 구성하여,

건책에는 일월식입교(日月食入交), 일식세초(日食細草), 일식가령(日食假令), 월

식세초(月食細草), 월식가령(月食假令) 등 일월식 추보법에 관한 내용을, 곤책에

는 일월오성(日月五星)에 관련한 다양한 계산법, 즉 일월오성의 위치[次舍], 천

체들끼리의 만남[衝照], 각 천체들의 가림 현상[凌犯], 행성들의 순행·역행 및 속

도, 행성의 경위도, 태양의 움직임[出入進退], 별을 이용하여 시각 구하기[中星

法] 등의 술법을 정리했다. 건책의 일월식 계산법은 허원이 숙종 34년 북경 파

견 때 구입한 일월식 계산법 서적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다소 두서없

이 여러 계산법들이 기술된 곤책은 하군석이 허원의 물음에 답장한 내용이 문

답의 시간 순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초류휘는 실제 시헌력 계산을 담당한 천문학자들의

실용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술된 책이었다. 세초류휘라는 제목에서 드러

得以來, 餘銀尙爲四十兩五錢, 故歸時還置於管運餉矣.”
99) 이들의 논공행상은 숙종 39년(1713) 4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주된 쟁점은 사행 이후
사망한 역관 이후강에게도 상을 수여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숙종 37년(1711) 9월 5
일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때 이후강이 이미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이후
강이 죽었을지라도 상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숙종 39년 시상을 확정할 때에
는 그에게 상을 내리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허원에게만 상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477책, 숙종 39년 4월 10일. “文書購得譯官中, 李後絳許
遠, 戊子節行時天文大成, 天元曆理等冊貿來之際, 不無宣力之勞, 參酌施賞事, 其時使臣
閔鎭厚, 榻前陳達, 而許遠則乃是監象監官員也. 頃因小臣陳達, 旣有加資之命, 而李後絳,
已爲身死, 似無可論矣. 上曰, 旣已身死, 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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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듯이, 허원은 서양천문학의 이론과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

다. 애초부터 허원에게 서양신법역서 같은 체계적인 역법서를 편찬하려는 의

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철저히 역서 계산에 필요한 계산 절차만을 간

략히 기술한 이 책은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시헌력을 편찬하는 데 참고하게 될

‘역법 계산 매뉴얼’이었다. 허원의 서문에는 이 책의 독자가 관상감 천문학자라

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역가에게 있어서 工師의 準繩規矩와 같으니, 이것이 없이는 象을 세우고 器

를 이룰 수 없다. 이제 星翁과 曆官이 산가지를 들고 이에 임할 때, 망연자실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책을 열면 곧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명확할 것이다.100)

준승 규구란 목공(木工)들이 수평을 맞출 때 쓰는 수준기와 먹줄, 원과 직선을

그릴 때 필요한 컴퍼스와 곱자 등의 도구를 일컫는 것인데, 허원은 이러한 비유

를 통해 자신의 책이 천문학자들의 역서 계산에 꼭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특징은 세초류휘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허원은 서양신법역서 가운데 역서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일전표,
월리표, 오위표(五緯表) 등에 제시된 계산 절차와 그 계산에 적용할 수치들

이 정리된 수표를 수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초류휘에 기술된 지식 및 기법들이 당시까지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시헌력 운용법으로서, 그 중 상당수가 허원이 하군석

에게 배운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을유년에서 계사년까지 허원은 하군석에게 주

로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시헌력을 운용하며 실제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질문했

으며 그는 허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 준 것으로 보인다. 세초류휘 곤책
에 정리된 태양과 달의 연근 구하는 방법은 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태양

과 달의 연근 계산법은 서양신법역서의 일전표와 월리표에 기술되어 있

100) 허원, “玄象新法細草類彙序”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天文學編 5쪽. “此書之於曆
家, 猶之工師之準繩規矩, 舍此則無以立象成器. 今星翁曆官執籌而臨之, 無茫然自失之弊,
開卷卽得瞭如指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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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표를 구했다면 굳이 따로 적어두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허원은 세초류휘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이다.101) 태양 이백항년표의

일부분인 일전최고충 값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점이나 수성·금성의 인수(引數)

와 복현(伏見) 값이 표로 기록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102) 또한 이

수표들에는 서양신법역서의 “이백항년표”에 기반한 112년 동안의 수치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허원은 이 책을 참고하여 역서를 계산하면 200년

동안 천행과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다.103)

하지만 세초류휘의 편찬이 곧 시헌력에 대한 완전한 학습을 의미하지는 않

았다.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세초류휘를 편찬할 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지식 및

기법들이 상당했으며 이는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실제로 부족한 부

분들은 이후 조금씩 보완되었는데, 화성·목성·토성의 위치 계산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세초류휘에는 태양과 달, 수성, 금성의 위치 계산법 및 수표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었던 반면 오성 가운데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에 관련한

정보는 상당 부분 빠져있었다. 세 행성의 위치 계산법만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이 계산에 필요한 수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허원은 숙종 42년

(1716) 동지사에 군관으로 참여한 그의 조카 유취오(柳聚五, ?-?)를 통해 ‘화성·

10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일전 연근 구하기: 이전해 연근에 44분
48초 58미를 더한다. 하루가 차면 평행수 59분 08초 20미를 빼서 이듬해의 연근을 구
한다. 다른 [해의 연근 값]도 이처럼 구하는 데 만약 超求하면 세차 14분 19초 22미를
빼서 다음해의 연근을 구하고, 뺄 수 없는 것은 44분 48초 58미를 더해서 다음해의
연근을 얻는다; ②월리 연근 구하기: 이전해 연근에 4궁 09도 23분 03초 19미를 더한
다. 12궁이 차면 그것을 빼서 이듬해 연근을 구한다. 이후[의 월리연근 값도] 이 방법
을 따른다. 같은 책, 139-140쪽. “置上年年根以四十四分四十八秒五十八微加之, 滿日平
行數五十九分空八秒二十微減之得次年年根. 他倣此, 若超求, 則以歲差一十四分一十九秒
二十二微減之得次年年根, 不及減者, 加四十四分四十八秒五十八微得次年年根, 是爲四周
千四百六十加一日故也. 冬至支干每年移退四日, 而加四十四分四八五八者, 則支干移退五
日支干審而察之. 置上年年根以四宮空九度二三空三一九加之, 滿十二宮去之得次年年根.
後倣此, 又日躔依年根之支退于退一辰者, 則又以十三度一空三五空一加之然後, 與日躔支
干相合不差.”

102) 허원이 태양의 일전최고충과 수성·금성의 수치들을 하군석에게 질문했다는 내용은
각주 93, 94를 참고. 하군석이 알려준 이 값들은 같은 책, 162-192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103) 같은 책, 5쪽. “從今以往二百年之間, 庶不復曆日交食之註誤, 而與天行纖忽不爽矣. 其
於欽若敬授之政, 所補豈淺淺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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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토성의 위치 계산법과 그에 필요한 수표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하군석의

아들로서 흠천감의 오관사력(五官司曆)이었던 하국주(何國柱, ?-?)에게 전달했

고, 이로써 세 행성에 관련한 시헌력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104)

뿐만 아니라 시각 제도 개편에 핵심적 지식이었던 시헌중성법(時憲中星法)에

관련한 내용도 세초류휘 편찬 이후 보완된 것 중 하나였다. 시헌중성법에 대

한 내용의 보충은 이후 조선의 시각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본래 이 책에 수록된 시헌중성법은 ‘별을 이용한 시각 구하기’나 ‘시각을 이용한

별 구하기’의 과정을 간략하게 나열한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계산법에 대한 부

가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다. 중성을 계산할 때 참고할 기초 자료도 당시에는 활

용하기 쉬운 형태로 간행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관상감은 1710년대까

지도 시헌중성법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헌중성법에 관한 본격적

인 학습은 한양의 경위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나라의 오관사력 하국주가 측후

의기를 가지고 조선에 방문했던 숙종 39년(1713)에 시작되었다.105) 본래 측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 칙사의 관사에 보내졌던 허원은 청나라로 돌아가는

하국주를 의주까지 따라가 시헌중성법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워왔던 것이다.106)

이때 시헌중성법을 활용하는 데 신제영대의상지(新製靈臺儀象志)(이하 의

104)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0월 11일. “軍官柳聚五, 丙申年使行狀啓內, 觀象監首
任許遠, 甲午年, 與五官司曆, 有質正事, 而土木火星緯度算法, 未及推來矣, 許遠甥姪柳聚
五, 適以軍官入來, 本監堂上, 稟告廟堂, 又令聚五, 傳書於五官司曆, 幸得傳通之路, 各費
私財, 艱得其回信及算稿解法以來云, 我國星曆之差誤者, 近因許遠質問於彼中, 頗得釐正,
而未盡推來者, 又能周施覓來, 誠爲多幸.”

105) 이때 하국주가 가져온 의기는 상한의(象限儀)이다.
106) 승정원일기 478책, 숙종 39년 윤5월 15일. “頃見遠接使狀啓, 則五官司曆, 以測候
事, 持來測候儀器云. 我國於測候事甚疏, 每欲送人中國學法以來, 雖有所未遑, 而渠旣適
爲出來, 則不可泛然過送. 觀象監官員許遠, 曾送北京貿來曆法, 亦嘗學得而曉解矣. 其餘
稍能曉法者, 亦或有之, 入送此輩於館中, 使之學得其術, 而不必稱以觀象監官員, 以凡人
樣入送, 見其儀器制度而學之, 似好. 上曰, 遠接使狀啓中, 其所持來者, 半圓儀器一件, 而
術業頗精云, 雖在彼國, 猶可往學, 而渠旣來此, 學得尤好. 故日昨, 送人觀象監, 問之以此,
乃前日許遠入去時, 所知之器, 或今番新出之器與否, 則許遠, 以儀天圖來告曰, 似與此一
樣, 而未能詳知云. 今宜入送學得, 而不必稱以觀象監官員, 以凡人樣入送, 似宜, 予欲言
之, 未及矣. 卿言是矣, 依所達爲之, 可也. ... 如得巧思之人, 諦觀其器, 而得其製造之法,
誠爲多幸, 而如李敏哲者, 今已老病矣. 武人崔天若, 曾於都監治玉時見之, 頗有巧思, 許遠
與崔天若及其他年少聰敏者, 擇出送之, 善爲解問, 則似或有學得之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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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로 약칭)와 황적정구표(黃赤正球表) 등의 책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

한 허원은 하국주가 돌아간 직후 바로 이 책들의 간행 작업에 착수했다.107) 중

성법 운용에 필요한 의상지와 황적정구표는 허원이 숙종 34년 북경에서 이

미 구해왔던 책으로 조선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108) 숙종 39년 8월 1일,

관상감 제조 조태구(趙泰耈, 1660-1723)는 서양 의기를 제작하고 의상지를 간

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조정에 건의했으며, 9월 18일 허원과 최천약(崔天若,

?-?)이 이 사업을 책임질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의상지 간행 사업은 약 8개

월 후인 숙종 40년 5월 23일에 완료되었다.109) 당시 관상감이 의상지 간행을
서둘렀던 이유는 그것이 시헌중성법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 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년 뒤인 숙종 44년(1718)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시간 관리를 담당한 주시관

107) 신제영대의상지는 흠천감의 치리역법(治理曆法) 페르비스트가 1674년 저술한 책
으로, 티코 브라헤의 천문의기를 참고하여 청나라에서 새롭게 제작한 6종의 천문의기
즉, 황도경위의(黃道經緯儀),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 지평경의(地平經儀), 상한의(象
限儀), 기한의(紀限儀), 천체의(天體儀)에 대한 설명을 수록했고 각 의기로 관측한 별
자리의 천문학적 데이터 등을 표로 정리했다. 각 의기에 관한 설명은 Allan
Chapman, “Tycho Brahe in China: the Jesuit Mission to Peing and the
Iconography of European Instrument-Making Precesses,”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Their Users (Aldershot: Variorum, 1996), chp. 4 참조. 황적정구표 (또는 황
적도거도표(黃赤道距度表))는 태양이 춘분에서 추분으로, 다시 추분에서 춘분으로 가
는 동안 적도와 황도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표이다.

108) 실제로 의상지의 60% 이상이 서양 의기를 활용하여 관측한 천체들에 대한 천문
학적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상지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 6가지 의기와 그
사용법; 제2권: 각 의기의 사용; 제3권: 指南針에 대한 설명; 제4권: 驗氣說에 대한 설
명; 제5권: 天體儀恒星出入表, 赤道變時表 등 항성의 출입시각에 관한 데이터; 제6권:
地平儀表(北極出地22度∼30度); 제7권: 地平儀表(北極出地32度∼39度55分); 제8권: 黃
赤二儀互相推測度分表(강루궁∼추자궁); 제9권: 黃赤二儀互相推測度分表(미궁∼신궁);
제10권: 黃道經緯儀表(강루궁∼조미궁); 제11권: 黃道經緯儀表(주성궁∼추자궁); 제12
권: 赤道經緯儀表(初度∼179度); 제13권: 赤道經緯儀表(180度∼359度), 諸名星赤道經緯
度加減表; 제14권: 增定附各曜之小星黃道經緯度表, 增定附各曜之小星赤道經緯度表, 黃
道度天漢表, 赤道度天漢表; 제15권: 諸儀象圖(1圖∼58圖); 제16권: 諸儀象圖(59圖∼117
圖)

109)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8월 1일. “算書及此等冊, 使之印布, 儀器, 亦爲依樣鑄
造, 何如?”; 승정원일기 480책, 숙종 39년 9월 18일. “若不趁今製造, 恐有日後迷眛之
慮, 故今方製造, 而崔天若, 其後見差摠戎廳敎鍊官, 長在軍門, 不得往看其役云. 使之除本
司, 與本監官員許遠等同議, 監董其役, 何如?”; 숙종보궐정오실록 권55, 40년 5월 23
일. “儀象志及圖成. 初觀象監正許遠, 入燕購得而來, 觀象監刊『志』以進, 書凡十三冊,
圖二冊亦依唐本(糢)出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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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奏時官)들에게 시헌중성법을 가르쳤다. 당시 이 교습은 허원에 의해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8년 전 세초류휘를 편찬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시헌

중성법을 포함시켰던 것, 5년 전 오관사력 하국주를 의주까지 따라가서 그에 대

해 질문했던 것 등으로 보아 허원만큼 시헌중성법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

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관상감이 시헌력

에 맞추어 조선의 시각 제도를 개정할 기본적 능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실제 야간 시각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

다.110) 한영호, 남문현의 연구에 따르면, 시헌중성법을 따라 개정한 시각 제도를

인정과 파루의 알림에 적용하자는 관상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잠시 시행되기

는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예전의 11부전 경루법 체제로 회귀했던 것이

다.111) 그 이유는 아마도 관상감이 당시 시헌중성법으로 계산한 중성이 옳은 값

인지, 이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헌력 체제를 따라 계산한 중성을 이용하여 시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값의 옳고 그름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했는데 관상감은 이 같은 검증 과

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이다.

중성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상감의 관원

들이 중성의(中星儀) 같은 천문의기를 통해 실제 중성을 관측하는 방법이고, 다

른 하나는 조선에서 관찰되는 중성을 청나라에서 적용하는 중성 즉, 청나라의 
중성기(中星紀)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이었다. 숙종 44년 6월 관상감이 중성의

와 간평의(簡平儀)를 제작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이때 실제로 의기를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실제로 관측을 했던 것 같지는 않

다.112) 청나라의 중성기와 조선의 중성을 대조해보는 절차도 당시에는 이루어

110) 승정원일기 508책, 숙종 44년 6월 13일. “近來曆法及日月食, 皆以時憲新法釐正, 而
禁漏時刻, 尙用大統曆法, 不以時憲中星, 有所校正, 沿襲至今, 前頭積漸差違, 則將有以子
爲亥, 以亥爲子之弊. 故令本監聚禁漏奏時官, 指敎其時憲中星及推算之術, 敎習數朔, 已
盡曉解. 自今人定罷漏與各樣奏時, 依此擧行, 而亦令每朔試才, 俾無舛訛之弊.”

111) 한영호, 남문현은 숙종 44년 이후 한동안 시헌중성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루법이
운용되었지만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다시 예전의 11부전 경루법으로 돌아가
게 되었다고 추측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조 8년(1630)에 규장각本 누주통의가 편찬
된 이후 새로운 경루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21년(1745)에 이르러서였다. 한영호, 남문
현, “조선의 경루법”, 동방학지 143 (2008),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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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 청나라의 시헌신법오경중성기(時憲新法五更中星紀) 1책과 이십
사기혼효중성기(二十四氣昏曉中星紀) 1책은 이로부터 15년 뒤 영조 9년(1733)

에서야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113)

요컨대,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천문학자를 청나라에 파견함으로

써 역법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운용하려 했던 관상감의 노력은 을유년 역서 사

건 직후 점차 결실을 맺게 되었고 관상감은 이를 토대로 시헌력 체제에 입각한

시각 제도를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력 60여 년이 되

도록 대통력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었던 조선의 시각 제도를 시헌력 체제에 따

라 수정하는 일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새로이 산정한 중성이 옳은지 검증하지

못하여 실제 밤 시각 관리에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숙종

44년 관상감이 시헌중성법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숙종 44년 시헌중성법의 학습으로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이 완료된 것

은 아니었다. 그 얼마 뒤인 경종연간(1720-1724), 관상감은 청나라에서 시헌력의

역원을 숭정무진년(1628)에서 강희갑자년(1684)으로 개정함에 따라 역법의 바뀐

내용을 다시 학습해야 했다. 청나라는 오랫동안 운용해 온 시헌력이 실제 천체

의 움직임과 점차 어긋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헌력의

역원을 강희갑자년으로 개정하고 그러한 변환이 타당한지를 일월식을 통해 확

인하고자 했다. 경종 1년(1721), 청나라 예부(禮部)가 조선에 윤6월 1일 해가 질

무렵 4분 18초가량 지속되는 일식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관측하여 보고하라는

자문을 보낸 것은 개정한 역원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114)

112) 승정원일기 508책, 숙종 44년 6월 13일. “且器械精密然後, 時刻可以無差. 所謂中星
儀及簡平儀, 不可不造給, 而所入物力無多, 令該曹上下事, 分付, 何如?” 한편, 전용훈은
중성의와 간평의가 숙종 40년(1714) 허원이 북경에서 구해온 6종의 측산기계 가운데
있었고, 숙종 44년에는 이 두 기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용훈, “조선후
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27-28쪽. 하지만 당시 이 의기를 가지
고 실제로 중성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성을 바로 잡는 데 쓰였는지
는 불확실하다.

113) 영조실록 권35, 9년 7월 20일. “我國曆法, 與彼國有相左處, 使重泰隨冬至使行, 入
彼國, 與欽天監官善推步者何國勳, 講討推考之法, 盡得其未透解者. 捐私財購得, 七政四
餘萬年曆三冊, 時憲新法五更中星紀一冊, 二十四氣昏曉中星紀一冊, 日月交食稿本各一冊
及西洋國所造日月圭一坐. 諸書最緊於曆家, 日月圭亦儀器中簡要, 有補於夜中測時, 而皆
今始得來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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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다. 경종 2년(1722), 관상감

은 역법은 오래 쓰면 쓸수록 오차가 쌓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청나라의 역원 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허원을 북경에 파견하여 개정된 청나라의 역법을 배우

고 그 “개간서(改刊書)”를 구해오게 하자고 건의했고,115) 경종 2년 겨울, 허원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북경에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청나라의 역원 개정 사

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작된 청나라의 “옹정역서(雍正曆書)”를 구해왔

다. 사실 청나라의 역원 개정은 새로운 산법인 역상고성(曆象考成)을 준비하

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서, 허원의 마지막 사행은 앞으로 역상고성이라
는 새로운 산법을 학습해야 할 관상감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116)

114) 승정원일기 531책, 경종 원년 윤6월 1일. “今閏六月初一日日食, 則彼中咨文內四分
十八秒, 以此救護云.”

115) 승정원일기 541책, 경종 2년 6월 12일. “一自大統, 變爲時憲之後, 已過九十有五年,
天道有積漸之差, 其理固然. 彼中改正其差, 交食分數, 自上年出送咨文於我國, 欲驗其合
與不合, 凡治國必以曆法爲王政之先務, 因此幾會, 仍送曉解曆法者, 學得其改正之法, 求
得其改刊之書.”

116) 청나라는 강희갑자년(1684)을 역원으로 삼은 역상고성을 옹정원년(1723)에 반포하
고, 옹정 4년(1726)부터 역상고성으로 제작한 역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清史稿
志 　凡一百三十五卷, 卷四十五　志二十, <時憲一>, 1669쪽. “雍正元年, 頒曆象考成於
欽天監, 是爲康熙甲子元法. 自雍正四年爲始, 造時憲書一遵曆象考成之法.” 1722년 12월
청나라의 새로운 황제 옹정제가 등극한 이후 편찬된 역서의 이름은 대청옹정원년세
차계묘시헌력(大淸雍正元年歲次癸卯時憲曆)이었고, 경종 2년(1722) 동지사로 북경에
파견된 허원은 이 역서를 구해왔다. 그는 조선에 돌아온 경종 3년(1723) 4월, 개정된
역원을 적용하여 편찬된 청나라의 ‘옹정역서’에 따라 조선의 시헌일과력과 시헌칠정력
을 일부 수정해야 했다. 승정원일기 553책, 경종 3년 4월 24일. “彼中旣已改元, 而今
番使行, 雍正曆書出來, 進上三曆, 七政日課退出, 以雍正洗補以入之意, 敢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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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효종 4년(1653) 조선은 청나라의 개력을 좇아 시헌력으로 개력했지만 그로부

터 50년이 지난 18세기 초에 이를 때까지도 이 역법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17세기 중반 이들이 파악한 시헌력 지식은 월의 대소, 절기 날짜, 윤달의 위치

등에 불과했다. 시헌력 체제에 따른 일월식 계산이나 칠정력 편찬은 불가했으

며, 시각법 또한 이전의 대통력 체제를 따라 운영했다. 관상감은 칠정력과 시각

제도를 포함한 시헌력의 완전한 구현을 효종 5년(1654) 김상범을 북경에 파견하

여 달성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관상감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의 지원이 단절

되면서 이후 50년 간 관상감의 시헌력 운용 능력은 효종 대 개력 당시의 불완

전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같은 역법 학습의 ‘공백기’가 이어지는 동안 관상감은 천변지

이 관측이나 혼천의 중수 등의 천문학 사업에 집중했는데, 당시 중인 천문학자

들뿐만 아니라 남구만, 최석정 같은 서양천문학에 우호적 입장을 지닌 양반 관

료들도 이에 참여했다. 숙종 13년(1687) 현종 대 제작된 송이영과 이민철의 혼

천시계를 중수하는 사업을 통해 관상감의 천문학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된 최

석정은 시헌일과력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뿐더러 시헌칠정력을 아예 편찬하지

못하는 관상감의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숙종 21년(1695) 관

상감 영사 남구만은 천문학자들을 모아 ‘역법 학습 모임’을 조직·운영했으며, 잠

시 없어졌던 이 모임은 숙종 27년(1701) 관상감 영사에 부임한 최석정에 의해

다시 운영되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과 함께 시헌력 학습을 위한 학문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실력 향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숙종 30년(1704) 12월,

이듬해 조선 역서가 청력과 월의 대소 및 절기 날짜에서 차이를 보인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역서를 계산했던 관원들이 처벌 받았고 관

상감은 그들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조정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약 6개월 뒤

관상감은 그들이 역서 계산에 참고한 ‘문자책’의 연근 값이 잘못 인쇄되어 있었

기 때문에 을유년 역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천문학자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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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놓은 연근 계산법에 따르면 을유년의 연근 값은 ‘2궁 10도’여야 했는데 ‘문자

책’에는 ‘2궁 14도’가 인쇄되어 이 같은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관상감은

산법을 잘 다루는 천문학자를 북경에 파견함으로써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숙종 31년(1705) 동지사에 천문학자 허원

이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허원의 북경 파견은 관상감의 역법 운용 실력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

로 기여했다. ‘문자책’ 진본을 구하기 위해 북경에 파견된 허원은 애초의 목적을

넘어서 흠천감 관원 하군석에게 “일월오성초면추보법”을 배우고 돌아왔고 이로

인해 관상감은 개력 후 반세기 만인 숙종 32년(1706) 드디어 시헌칠정력을 계산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과력과 칠정력을 시헌력 체제로 편찬하겠다는, 김상범 이

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허원은 조선에 돌아와서도 하군석과

역법의 문제에 관해 서신을 주고받으며 시헌력을 꾸준히 학습했고, 숙종 34년

(1708) 2차 파견에서 다양한 천문학 서책들을 구입하여 관상감의 천문학 운용

수준을 더욱 발전시켰다.

숙종 36년(1710) 허원은 두 차례의 북경 파견과 하군석과의 편지 교환을 통해

그때까지 학습한 시헌력 지식을 2책 1권의 현상신법세초류휘에 정리했다. 이

책은 시헌력 계산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듬을 요약한 것으로서 관상감 천문학자

들에게 ‘역법 매뉴얼’로 읽혔다. 세초류휘의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되었는

데, 숙종 39년(1713) 오관사력 하국주가 조선을 방문한 때를 기회로 삼아 허원

을 통해 시헌중성법 등의 지식을 배웠던 것은 그 대표적 예다. 이는 이후 조선

의 시각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관상감은 숙종 40년(1714) 중

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간행하고, 4년 뒤인 숙종

44년(1718) 실제 시각을 관리한 주시관들에게 시헌중성법을 교육시켰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 운용 실력의 비약적 성장이

주로 ‘조공-책봉’의 구도로 맺어진 조청 외교 관계 및 그 변화, 또는 왕권을 강

화하기 위한 군주의 정치적 동기와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그 과정

에서 조선의 천문학을 실질적으로 다룬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조청 외교 관계의

요청이나 조정의 정치적 결정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되어온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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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비해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역법을 학습하고 응용하려 했던 관상감과

조선에서 시헌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제반 여건을 마련했던 일

부 양반 관료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 수준이 비약적

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 관상감은 17세기 후반 역법 학습에 대한 조정

의 지원이 단절되었을 때에도 서양천문학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양반 관료들

과 함께 시헌력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고 제반 여건들을 마련

하고 있었으며, 숙종 30년 을유년 역서 사건이라는 위기를 잘 활용하여 50년 동

안 풀지 못했던 역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북

경에 파견된 천문학자 허원이 시헌력 지식을 성공적으로 학습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 수준의 발전은 비단

조청 관계의 안정화, 숙종의 왕권 강화 노력 등 거시적인 정치 외교 환경의 변

화 때문만이 아니라 서양 천문학을 도입 및 운용하려했던 관상감의 적극적인

기획과 이에 대한 일부 양반 관료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보였다. 바로 이들의 기획과 노력에 의해, 18세기 초 정치적, 외교적 환경의 우

호적 변화가 실제 천문학 사업의 확장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천문학 운용의 중심에 있었으나 그동안 중요한 행위자로서 주목받지 못했

던 관상감 및 이를 후원했던 양반 관료의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18세기 초 조선

천문학 발전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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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wansanggam’s 觀象監

Learning of Shixian li 時憲曆 in

King Sukchong’s Reign:

-Focusing on the Ŭryu-year 乙酉年

Calendar Affair and the Response of Chosŏn

astronomers toward it-

Kim, Seulki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ow Chosŏn’s understanding of calendrical science

improved in the early 18th century, focusing on the ŭryu-year calendar affair

and how Kwansanggam astronomers dealt with it. This study argues that

improvement could be made because there had already been a preparation in

the late 17th century, made by Kwansanggam astronomers who desired to

learn the way to calculate Shixian li from Qing and by a few yangban 兩班

officials who believed western calendrical knowledge was accurate.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astronomers and the yangban officials mad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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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ŭryu-year calendar affair so as to make their calendrical astronomy

better.

In 1653, despite of a calendar reform to the Shixian li, Kwansanggam

astronomers barely understood its principle. They could not calculate the

solar and lunar eclipses, the ephemeris, and the time system according to

the Shixian lifa 時憲曆法 at all. The ability of making calendar was never

the better, although they sent an astronomer Kim Sangbŏm 金尙範 (?-1665)

to Beijing to learn Qing’s calendrical knowledge in 1654. Moreover, Chosŏn

court even cut off the support for learning of Shixian lifa, and due to this

astronomers could not make calendar exactly,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Kwansanggam concentrated their efforts mostly

on the project of mending armilary spheres. Not only astronomers but also

yangban officials, such as Nam Kuman 南九萬 (1629-1711) and Ch’oe

Sŏkchŏng 崔錫鼎 (1646-1715) took part in this project, and it led those

yangban officials to realize Kwansanggam’s poor situation, which they would

make efforts to improve. While Nam and Ch’oe gathered a group of young

and smart astronomers and had them study calendrical astronomy, they also

lay a systematic foundation to learn Shixian lifa.

In the 12th month of 1704, the ŭryu-year calendar affair that the Chosŏn’s

calendar had discrepancies with Qing’s in the length of months and the

timing of the 24 fortnight periods occurred. Those astronomers who

computed the calendar were punished, and Kwansanggam was also accused

of their incapability. After 6 months later, while Kwansanggam elucidated

that the differences were due to the book of table (文字冊) which printed a

wrong number only for the ŭryu-year, they asserted the incorrect book of

table could be rectified by dispatching an astronomer Hŏ Won 許遠 (1662-?)

to Beijing.

Even though Hŏ Won was sent to Beijing to solve the book of table

problem at first, he learned the elementary way to calculate the Shixian

ephemeris through a Chinese astronomer named He Junxi 何君錫

(1643-1714). Thus Chosŏn astronomers was finally able to publish the

Shixian ephemeris in 1706. After returning to Chosŏn, Hŏ Won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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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ence with He Junxi to study Qing calendrical astronomy, and he

bought many astronomical books in his second visit to Beijing. Therefore,

Chosŏn astronomers could gradually improve their skills.

In 1710, Hŏ Won compiled the calendrical manual, the Classified

Compilation of Calculation Manuals according to the New Calendrical

System (Hyŏnsang sinbŏp sech’o ryuhwi 玄象新法細草類彙), with information

or knowledge hitherto learned from books and especially from He Junxi. He

composed this concise book of the Shixian li algorithms, for astronomers

were able to refer it in making the Shixian calendars. Some deficient parts

of the book, like the method of meridian stars according to the Shixian lifa,

were supplemented henceforward by Hŏ Won. Once Hŏ Won learned the

method of meridian stars, Kwansanggam tried to revise the time system by

using it. They published Yixiang zhi 儀象志, which was an integral to the

meridian stars computation, in 1714, and then instructed the method of

meridian stars to the men who were in charged of time signal in 1718.

Although the time system was not adjusted right away to the new method,

it still testified to the fact that the Chosŏn astronomers were capable of

revising the time system at that time.

keywords: ŭryu-year calendar affair, Shixian li, Kwansanggam 觀象監,

the Classified Compilation of Calculation Manuals according to the

New Calendrical System (Hyŏnsang sinbŏp sech’o ryuhwi 玄象新法細草

類彙), Hŏ Won 許遠, Ch’oe Sŏkchŏng 崔錫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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