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瞻星臺 축조 의의 一 察
- 동양의 禮制 문화  古典에서의 련 기록 분석을 통해 -

서 정 화 *

1. 서언

2. ‘瞻星’의 용례와 ‘臺’의 문자  개념

  1) ‘첨성’의 용례

  2) ‘臺’의 문자  개념

3. 기록상의 첨성   경주 첨성

  1) 漢代의 첨성  기록

  2) 평양의 첨성  기록

  3) 경주의 첨성

4. 결어

1. 서언

경주 첨성 는 존하는 古의 천문 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천 인지 아닌지에 한 학계에서의 뜨거운 논쟁들이 심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간의 경주 첨성  연구의 발자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20

세기  일본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로부터 처음으로 경주 첨성 의 천문 설

*  동방문화 학원 학교 동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 첨성  연구 발자취에 한 자료는, 정연식, 2009 ｢첨성 의 기능과 형태에 한 여러 학

설 비 ｣ �역사학보� 204; 서 석, 2017 ｢천문 로서의 첨성  이설에 한 재론｣ �한국

고 사연구� 86 등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문규의 2004 ｢첨성

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첨성  해석의 역사와 신라시 의 천문 ｣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역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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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되었고, 그것은 비교  상당히 긴 세월동안 고수되어 왔다. 1960년  

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 던 첨성 에 한 다양한 이설들이 나타나는데, 규표

설, 신 설, 수미산설, 靈星제단설과 靈臺설, 우물설, �주비산경�의 수학공식 

련설까지, 실로 무나도 다양하다. 아울러 역사학계 천문학계 과학사학계 건축

학계 그리고 조경학 수학 분야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경주 첨성 가 천문 이기 어렵다는 이유로서, 출입하기 불

편하고 험하기까지 한 , 측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나치게 비좁은 , 그 형

태를 가지고 본 설치 방향이 진남북이 아니라는 , 평지에 지어진  등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설들과 다양한 학계에서의 심 때문

인지, 1973년 이래로 첨성 를 주제로 진행된 4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 다. 그럼에도 첨성 에 한 학계에서의 의견 통일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범 하고 깊이 있는 천착 과정을 통한 수많은 爭鳴들 속에 필자의 

愚稿가 사뭇 조심스럽지만, 동양의 통 인 禮 제도․문화  그 속에 內含된 

천문 성학  측면에서의 검토 역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단하여, 

하나의 소수의견으로서 제언하는 바이다.2)2)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中華문화의 향을 비교  늦게 받았지만, 선덕여

왕 당시의 신라는 국과의 정식 외교 교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 다. 그 외교 

방식에 있어서는 당나라의 강력한 권  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동시 를 말

하는 �삼국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천자의 나라를 화문화의 종주국으로 삼고 자신들

2) 첨성 의 禮制 문화와 天文․占星的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는 첨성 에 한 수많은 

논의들에 비하면 大海一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일권은 ｢첨성 의 靈臺  독법과 신

라 왕경의 三雍제도 ｣(2010 �新羅史學報� 18)에서, 고  국의 상징  통치 제 구

조물로서의 삼옹  하나인 ‘ ’의 이른바 ‘天文 星占 望氣 測候 觀臺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첨성 의 조성 이유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三雍은 明  辟雍 靈臺를 말하는데, 

漢代 이래로 ‘天命을 받은 天子로서의 권  천명’의 필요성이 두될 때마다 ‘상징 ’ 의례 

장소로서 시된 것들이었다. 첨성 에 해, 김일권이 ‘측후 망기 로서의 ’의 역

할이었다고 추정한 것과 아울러, ‘고  동아시아에서의 천문학  통’ 속에서 진행된 ‘천

문 상에 한 측 공간’이었을 것으로 이해한 이문규(앞의 논문, 25-27면)의 논의는, 

사실상 같은 맥락의 논의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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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화의 토를 떠받드는 藩國이나 柱國의 자격으로3)
3)朝․覲禮를 올리는 

事大의 禮로써 외교 계를 수립하는 국제 계 형식을 취하든, 혹은 등한 계

로 설정하고자 한 방식이든,4)4)당시의 화문화는 국 자체의 것만이 아니라 동

아시아 반에 흐르는 문화  기조 다.5)5)商나라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공자

3) 藩國이란, 周代에 천자국인 주나라를 울타리처럼 방어하고 호 하는 역할을 했던 제후국

들로서, 臣服의 나라를 가리킨다(�春秋左傳� ｢昭公 9年｣ “王使詹桓伯辭於晉曰, ‘( 략) 

文․武․成․康之建母弟, 以蕃屏周.’”; �焦氏易林� ｢頤之漸｣ “藩屏燕齊, 周室以彊”). 아울

러 柱國은, 국시 에는 국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 고(�戰國策� ｢齊策｣ “安邑 魏之柱國

也, 晉陽 趙之柱國也, 鄢郢 楚之柱國也. 故三國欲 秦壤界. 秦伐魏取安邑, 伐趙取晉陽, 

伐楚取鄢郢矣”), 그에 따른 생어로서 나라를 지켜낸 신하에게 부여되는 직명이기도 

하 다(｢韓策｣ “今王之國, 有柱國․令尹․司馬․典令.”; ｢東周策｣ “公爵爲執圭, 官爲柱國. 

戰而勝, 則無加焉矣, 不勝, 則死”).

4) 보다 먼 사례를 들자면, 춘추 국시  거의 반에 걸쳐서 周나라 天子와 등한 계이

고자 하 던 楚나라의 경우가 있다. 제후 작  에서도 하 에 해당하는 子爵이었던 

나라 군주는 �春秋� 속에서 楚子라고 불리거나, 아  그 작 마 도 빼고 楚人이라고 불

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언제나 주 천자와 등한 楚‘王’이었고 �

춘추�와 다르게 戰國期에 술된 �춘추좌 �에서는 그를 楚王이라고 일컬은 경우가 여럿 

보인다.

5) 국을 행  주체로 주변국들에게 가해졌던, 상하 계의 朝禮․貢禮 요구나 冊  의례는 

화  禮 문화의 소산이다. 그 뿌리는 周 天子國 건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

것은 국시   진 를 거치고 한 에 들어서면서, 漢人들에 의해 당시의 정치 ․이념

․시  요구에 맞도록 학술 인 통일성과 제도 인 체계성이 갖추어져 갔고, 국인

들은 차 으로 그 문화를 국 밖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갔다. 禮 문화에서 특히 朝 의례

는, 힘의 균형에 의해 霸 가 되어 표 자격을 취득한 公侯나 大夫가 동 의 신분에게서

조차 요구하기도 하 다(�春秋左傳�). 한편, 朝․貢國의 주체  입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

었던 남북조시 에 비해, 보다 국 심의 일원  책 ․조공 에 의한 국제질서를 확립

하고자 한 隋나 唐의 요구를 특히 신라가 쉽게 받아들 던 배경에는, 신라가 남북조시

의 보다 유화 인 책  조공 질서를 직  경험하지 못한 이유 다고(임기환, 2003 ｢南北

朝期 韓中 冊 ․朝貢 계의 성격: 고구려․백제의 冊 ․朝貢에 한 인식을 심으로｣ 

�한국고 사연구� 32, 42-43면 참고) 하기 보다는, 신라가 그 이 부터 이미 고구려와의 

계 속에서 약소국으로서의 상하 종속 계 속에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단한다. 아래의 

개토왕릉 비문이 참고할 만하다(원문은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DB에 탑재되어 있는 

독문 자료들  하나이고, 해석은 기존의 해석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직역으로 정리한 것

이다. 화살 호나 소 호 속의 내용은 설명  의역 인 보충이며, 직역 문장은 그 부분들

을 제외하여 본다). “百殘․新羅 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卯年來渡海破百殘□□, □羅以

爲臣民. ( 략) 九年己亥, 百殘違誓, 合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

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歸王請命.’ 太王□後(?), 稱其忠□.〔백잔과 신라는 에 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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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周나라를 숭앙하고 따르고자 하 던 것은, 민족이 아닌, 바로 ‘文’으로 표되

고 ‘禮’로 드러내었던,6)6)(이후 華夏나 中華라고 일컬어졌던) 문화  우수성을 따

르고 추구한 것이었다.7)7)그리고 그 문화의 정 에 있는 것은, 최고 통치자로서

의 자격과 능력을 모두 완벽히 갖춘 ‘聖王’인 것이고, 공자 자신과 같은 賢人의 

등용을 통한 ‘王道와 仁의 정치로 구 되는 이상사회’인 것이다. 평양  경주 

첨성 와 련한 그 후 배경 이야기 역시 왕도  화문화 속에서 꽃피운 禮

라고 하는 문화 코드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8)8)

<*屬民 : 일종의 ‘부용국의 民’으로 해석됨>이었었는데, 그로 인해 朝 의례  공납[貢] 의례를 

하러 왔었다. 그런데 倭가 ‘그 때문에’[以] 묘년에 바다를 건 와서 백잔과 □□(□羅)를 

격 시켰고, □羅(新羅)는 ‘그 때문에’[以] (태왕의) 신민이 되었다.<*이 글에서 ‘屬民’과 ‘臣

民’을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臣民은 ‘신하의 民’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백잔과 신라가 모두 속민

이었다가, 이번의 사태로 인해 특히 신라는 더욱 긴밀한 상하 관계처럼 보이는 신민이 된 것으로 묘사

하고 있다. 고구려 입장에서 신민으로까지 발전한 신라에 비해 백잔의 행보는 설명이 없다.> ( 략) 

9년 기해년에 백잔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결합하여 화통하 다. 왕이 (나라 체를 친히 

다니면서 돌아보는) 순수 의례[巡]를 하면서 평양으로 내려왔고, 신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왕께 다음과 같이 아뢰게 하 다. “왜인들이 이(신라의) 국경을 가득 메워서 성곽[城]과 

해자[池]를 괴(약탈)합니다. ‘그 일 때문에’[以] 奴客이 ((이른바 臣民이 된 이상,) 신라

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태왕의 백성이기도 한) ‘民을 하여’ 왕께 돌아와서 <*歸王 : 字義的

으로 볼 때, 원래부터 왕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인사 차 혹은 보고 차 왕께 돌아옴의 의미가 된다. 신

라 자국의 民이 소위 ‘신하의 민’으로 된 것과 더불어, 이와 같은 표현은 신라가 태왕을 자신들의 상위 

군주로 섬겼다는 의미가 된다.> 명을 청합니다.” 태왕이 □後에, 그(신라의) 성심[忠□]을 칭

찬하 다.]”

6) �史記� ｢孔子世家｣ “孔子 ( 략) 子貢曰, ( 략) 予始殷人也”; �論語�, ｢八佾｣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雍也｣; ｢顏淵｣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

以弗畔矣夫.”; ｢爲政｣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7) 춘추 국시  이후로 覇道的 中華文化로 변질 정착 되었지만, 孔孟이 꿈꾸었던 이상  모

델은 王道的 中華文化 다.

8) 조선왕조는 국에 사 의 를 충실히 행한 왕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흔히 그 ‘事大’를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김’의 의미로 단한다. 과정에서 보인 간혹의 행태를 

가지고 그와 같이 단할 수는 있겠으나, 그 본연의 의미는 이 다. ‘事’는 ‘섬기다’의 의미

도 있지만 ‘(어떠한 일을) 일삼다’의 뜻이 주된 의미이며, 이 경우는 사실상 그것으로 쓰인 

것이다. ‘大’는 ‘외형의 가시 인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본질 으로 ‘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유교문화에 있어서의 ‘事大’란, ‘문화 으로 한 존재의 그 문화 으로 

한 일을 일로 삼는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다. ‘事親’은 그 의미상 ‘大’자가 생략된 것

으로, ‘ 하고 훌륭하신 부모님의 일을 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事君’ 역

시 바로 하고 훌륭한 군주를 상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유교의 孝 사상은 바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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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왕도의  문화  측면과, 거기에 더해서 고 에서의 용례 

 문자학  측면 등을 통해, 첨성 가 갖는 그 기능과 의의를 꼼꼼히 짚어보겠

다. 첨성 와 련 있어 보이는 宗廟 靈臺 靈沼나 明  등과 같은 구조물들도 

모두 禮學的 측면에서 그 존재 의미에 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황제  왕 公侯(諸侯) 등과 련한 고 사회의 

작  념에 해 참고로 언 하고자 한다. 주나라 때의 ‘왕’이란 곧 천하를 다

스리는 천자 1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국시 에 어들면서 천하를 호령한 

일곱 개 나라의 제후들[戰國七雄]이 마다 자신들을 왕이라고 칭[稱王]한 이래

로, 왕은 더이상 유일의 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게 되었다. 秦王 政은 나머지 

여섯 나라를 제압하여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곧바로 천자가 된 자신을 칭할 만한 

유일의 명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皇帝’이다. 그리고 그 이 시  

유일의 통치자를 의미했던 왕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하사하는 제후와 같은 작

처럼 하  개념으로 낮추어져서, 公>侯>伯>子>男이라는 원래 있던 5개의 작  

에 하나의 작 가 더 보태진 형식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첫 번째 황제(始皇

帝) 이후의 황제와 춘추시  이 까지의 왕은 사실상 동 인 것이며,  그때의 

제후는 秦․漢代 이후의 왕과 동 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 의 고하 계

를 참고하여, 혹여 왕이라는 표 에서 그것이 천자 의 유일의 통치자를 말함

인지, 혹은 후  새롭게 형성된 천자보다 하 의 작  개념인지 분명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

2. ‘瞻星’의 용례와 ‘臺’의 문자  개념

1) ‘첨성’의 용례

우선, ‘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瞻星’이란 말을 고 의 기록에서 어떠한 경

은 事親의 본원  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모든 부모, 모든 군주(나아가, 天子까

지)의 하고 훌륭함이 ‘이미 미리’ 단정된 이유는, 그것이 유교 인(특히 성리학 인) 

性善說에 입각한 우주 자연의 로 그러한[自然] 섭리[理]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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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사용하 는지에 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건축 분야와 

성 분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난다.

(1) 건축에서의 첨성 용례(‘星’ = 極星)

아래 인용문의 鄭玄(127~200)의 설명을 종합 정리한 孔穎達(574~648) 疏를 

통해서 보면, 첨성의 행 가 건축에서의 방향 잡기 작업을 한 경우임이 확인

된다.

의미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해 해석 방식에 있어서 한자어 그 로 표 하고 

직역에 충실하 다. 아울러 의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부분은 소 호

로 보충하 으며, 문용어나 특수용어의 해석문에 한 한자 원문은 호 속

에 넣었다(이  이하 同).

(�주례� ｢동  고공기｣편의) <匠人建國> 조목에서 ( 략) 라고 말한 것9)에9) 해, 

鄭玄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략) ‘평평하게 한 땅의 앙에 8척짜

리 말뚝[臬]을 세우고,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것으로 그것(세운 臬)을 바르게 

한다.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을 보니, 장차 그로써 네 방 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

이다.’10)10)‘일출과 일몰 때의 그림자가 딱[其] 극단이 되었으면, 東과 西가 (조건이) 

서로 같아진 것이다. 다시 그것(일출․일몰 때 생긴 그 두 개의 그림자)을 표시한 

것을 가지고 동그라미 모양[規]을 만드니, 그 소용돌이(원형) 모양[難審(灘䆺)]을 

만드는 것이다. 일출 때로부터 해서 그 그림자의 극단을 (땅에) 그리고, 일몰 때에 

이르게 되면서 (沒이) 다되었다면 동그라미 모양[規]을 만드니, 測景한 것 양쪽 끝

의 내부에서 동그랗게 함이다. (두 개의) 원형(곡선)이 만난 상태라야 소용돌이(원

형) 모양[審(䆺)]인 것이다.11)11)두 곡선이 만난 것의 틈새를 헤아리고, 그곳을 정확하

게 낸다. 그것(그 게 낸 지 )을 가지고 말뚝[臬]을 가리키면, 남과 북이 바

르게 된 것이다.’12)12)‘해가 천일 때의 그림자는 가장 짧아진 것이다. 極星은 북극성

 9) �周禮� ｢冬官 工記｣ <匠人建國> “匠人建國, 水地以縣. ‘置槷以縣, 視以景.’ ‘爲規, 識日出

之景, 日入之景.’ ‘晝參諸日中之景, 夜 之極星, 以正朝夕.’”

10) 鄭玄(漢) 注․賈公彦(唐) 疏, �周禮注疏� 卷41, ｢冬官 工記 下｣ <匠人建國> “置槷以縣, 

眡以景. [注――故書槷或作弋. 杜子春云槷當爲弋, 讀爲杙. 玄 槷古文臬假借字. ‘於所平之

地中央, 樹八尺之臬, 以縣正之. 眡之以其景, 以正四方也.’ 爾雅曰, 在牆 之杙, 在地

之臬.]”

11) 이는 두 개의 그림자 꼭 기 을 각각 원의 심 으로 삼아서 서로 내측으로 원호를 

그려내고, 그 두 개의 호가 만나는 남북 교차 의 지 이 표시되는 상황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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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辰]을 말한다.’13)”13)(정 의) 이 설명은 태양을 헤아려 보고[揆日] ‘별을 바라보

며’[瞻星] 그로써 동서남북의 (방향 잡는) 일을 바르게 한 것이다.14)14)

 인용문에서의 ‘揆日’은 일출 일몰시 땅에 어리는 그림자의 양 극단을 살핀

다는 의미로 서술된 것이고, ‘瞻星’의 경우는 야간에 북극성[極星]을 바라보아서 

정북 방향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아래는 남조 梁나라 소명태자(蕭

統, 501~531)가 엮은 �文選�에 채록되어 있는 陸倕(字 : 佐公, 470~526)의 ｢석

궐명｣ 기록 일부이다. 이 역시 구조물을 지을 때의 첨성의 용례를 보여 다.

(梁高祖 武帝는) 이윽고 曲(直)을 살피는 원에게 명하여 총명하고 알맞은 士

(하 리)를 선발하게 해서, 圭(평평히 눕힌 자)를 펼쳐놓고 臬(기둥, 일종의 

表)을 설치하 다. ‘별을 바라보고’[瞻星] 땅을 헤아리도록[揆地] 하여서, 궐문[門]을 

드러내는 일을 부흥시키고 궐문[闕]을 찬란하게 함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 다. 이에 

歲星은 星紀[天紀]에 자리하고(子년) 달은 孟春[太蔟]의 시기를 떠도니(寅월), 황제

께서 천하를 부리신 것이 7년(508, 戊子년)이다.15)15)

12) �周禮注疏� 卷41, ｢冬官 工記 下｣ <匠人建國> “爲規, 識日岀之景, 日入之景.[注――‘日

岀日入之景, 其端, 則東西正也. 又爲規以識之 , 爲其難審也. 自日岀而畫其景端, 以至日入, 

旣則爲規, 測景兩端之内, 規之. 規之交, 乃審也. 度兩交之間, 中屈之. 以指臬, 則南北正.’]”

13) �周禮注疏� 卷41, ｢冬官 工記 下｣ <匠人建國> “晝參諸日中之景, 夜 之極星, 以正朝夕.

[注――‘日中之景, 短 也. 極星, 北辰.’]”

14) 毛亨(戰國末(?))․毛萇(?) 傳․鄭玄(漢) 箋․孔穎逹(唐) 疏, �毛詩注疏� 卷4, ｢鄘風｣ 

<定之方中> “揆之以日, 作于楚室,[傳――揆, 度也. 度日出日入, 以知東西. 南視定․北凖

極, 以正南北. 室, 猶宮也.] [箋――楚室, 居室也. 君子 營宮室, 宗廟爲先, 廏庫爲次, 居室

爲後.] [疏―― ( 략) 匠人云, ( 략) 注云, ‘( 략) ｢於所平之地中央, 樹八尺之臬, 以縣

正之. 視之以其影, 以正四方也.｣ ｢日出日入之影, 其端, 則東西正也. 又爲規以識之 , 爲

其難審也. 自日出而畫其影端, 以至日入, 旣則爲規, 測影兩端之内, 規之. 規之交, 乃其審也. 

度兩交之間, 中屈之. 以指臬, 則南北正也.｣ ｢日中之影, 短 也. 極星, 北辰也.｣’ 是, 揆

日‘瞻星’, 以正東西南北之事也.]”

15) 蕭統(南朝梁) 編․李善(唐) 註, �文選� 卷56, ｢銘/石闕銘(陸佐公)｣ “乃命審曲之官, 選明

中之士, 陳圭置臬. 瞻星揆地, 復表門, 草創華闕.[( 략) 周禮曰, ‘土圭之法測土深․正日

影, 以求地中.’(｢地官司徒｣) 又曰, ‘匠人建國 求地中 置槷以懸, 視其影.’(｢冬官 工記｣) 鄭

玄曰, ‘槷古文臬, 假借字也.’ ( 략) ] 於是, 歲次天紀, 月旅太蔟,[天紀, 星紀也. 左氏傳, ‘梓

慎曰, ｢( 략) 歲在星紀, 而淫於玄枵.｣’ 杜 曰, ‘歲, 星也. 星紀, 斗牛之次也.’ 漢書曰, ‘太

蔟, 位在於寅, 正月也.’] 皇帝御天下之七載也.”(※ 太蔟 : �呂氏春秋� ｢季夏紀/音律｣ “孟

春生太蔟. 仲春生夾鐘. ( 략)”; �白虎通德論� ｢禮 ｣ “笙 , 太蔟之氣, 像萬物之生, 故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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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에서의 ‘揆地’는 앞 인용문의 ‘규일’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것인데, 

하나는 일출 일몰시의 태양에 을 둔 표 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어린 그림

자에 을 둔 것이다.16)16)

(2) 성술에서의 첨성 용례(‘星’ = 行星 는 28宿)

아래의 두 은 모두 수 문제 때의 이야기로, 여기에서는 도읍을 선정할 때 

거북 과 주역 을 쳐보고 동시에 ‘별을 바라보기’[瞻星]도 한다고 하여, 첨성을 

성술의 개념 안에서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李穆(510~586)이 주상(隋高祖 文帝, 재  581~604)께 表文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략) 거북 [龜]과 주역 [筮]에 상의하여 묻고 ‘별을 바라보아’[瞻星] 

도읍을 정하는 일[定鼎]을 일 이 하지 못했었는데, 무엇으로 聖主의 규범을 합당하

게 하고 한 수나라의 덕을 드러내겠습니까? ( 략) 天과 人(의 뜻)을 리 따라

주시기를 엎드려 청원하오니, 거북 [卜]과 주역 [筮]에서 결된 것을 취하셔서 

시에 도읍을 바꾸시어, 원[區夏]을 밝게 안정시켜 주시옵소서.”17)17)

수나라 고조 문제가 장차 천도를 하고자, 야밤에 高熲(541~607)과 (542~ 

笙.”; ｢五行｣ “正月律, 之太蔟何? ( 략) 蔟 , 湊也, 萬物始大, 湊地而出也.”)

16) ｢석궐명｣ 에서는 圭․臬 즉, 규표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다. 단순하게 표 하 지만, 그

것의 용도는 규에 어리는 얼의 해 그림자 길이를 통해 節候(24 기 72후)를 확인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 얼의 길이와 규의 이 제 로 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은 

으로 황도  성수분도(28수)가 기 이 된다. 를 들어서, 태양의 치가 입동 에 있는 

날 규표에서의 그림자 길이가 입동일의 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을 경우, 그 규표는 

틀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물론 세차운동 

법칙이 확인된 시기(東晉, 虞喜) 이 까지도 성수분도의 주기 인 오류가 존재함을 문 

담당 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건축에서의 첨성 용례 하나를 더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瞻星揆地, 像天闕․倣給

園. 窮班倕巧藝, 盡衡霍良木.[‘첨성’하고 ‘규지’하여, (황제의 조정인) 천자의 궁궐[天闕]

을 모방해 만들고[像], (부처가 생 에 설법했던 사원인) 고독원[給園(祇樹給孤獨園)]

을 모방해 만들었다[倣]. (고  국의 훌륭한 목공이었던) 班과 倕의 훌륭한 기 를 궁

구하고, 형곽산의 우량한 목재로 최고에 달하게 하 다.]”(慧立(本)․彦悰(笺), �大唐大

慈恩寺三藏法師傳� 卷7, ｢二十二年夏六月｣. ※ 원 자료 출처 : 국립 앙도서 .)

17) 魏徵(唐), �隋書� 卷37, ｢列傳 第2｣ <李穆> “穆上表曰, ‘( 략) 未嘗 龜․問筮, 瞻星定鼎, 

何以副聖主之規, 表大隋之德. ( 략) 伏願遠 天人, 取決卜筮, 時改都邑, 光宅區夏.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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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두 사람과 결정의 논의를 하 다. 庾季才(515~603)는 때마침 ‘星’과 象‘을 바라

보기’[‘瞻’‘星’象]도 하고, 겸하여 卜卦를 내었는데 益괘 四爻(風雷益(䷩) 六四)를 얻

었다. 아침에 주상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천체 상[乾象]을 우러러 찰하

고 (주역의 괘를 내는) 시  를 굽어 찰해 보았는데, 오랫동안의 定住에서 반

드시 遷都가 있을 것이라는 조짐18)입니다.18)(후략)”19)19)

아래는 성술과 련한 보다 구체 인 서술이다. 도교 齋醮의식에서의 九曜

에 한 杜光庭(唐末 五代蜀, 850~933)의 醮詞 문장이다. 9요란, 일월오성의 7

요에 두 개의 交點을 포함시킨 것으로, 모두 星占에서의 주된 것들이다.

한 아마도 (토성․목성․화성․ 성․수성 등의) 五星(五曜)이 진도 하고 후

퇴도 함과,20)20)(태양․달․計都․羅睺 등의) 四曜가 ( 진으로만) 운행함에, (星占을 

보는 당사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身․命의 宮에 거하기도 하고, (星占을 보는 당사

자에게 재앙으로 미칠 수 있는) 나쁘게 하고 약하게 하는 位에 임하기도 한다. ( 략) 

‘星’辰과 日․月의 宮을 ‘바라 ’[瞻]에 지성의 마음[丹款]을 극진히 기울인다.21)21)

의 에서는 바라보는[瞻] 상이 星 외에도 辰과 日․月  그것들이 치

한 황도 의 궁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일월성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

우에서의 星은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니라, 행성 내지는 황도  경성인 28개 성

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辰의 경우는 특정 별이나 별자리가 아니라 황도 에서

의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日月合宿 之辰’), 동지  혹은 춘분 을 시작

으로 해서 360°( 통 방식으로는 약 365度)를 등분한 12개 각각의 구간을 말하

18) �주역�의 風雷益괘(䷩) 六四 효사에 국도를 옮기는 내용이 있다(“中行, 告公從. 利用爲依

遷國”).

19) 王宏撰(淸), �周易筮述� 卷8, ｢推騐 第15｣ “隋高祖 遷都. 夜, 高熲․ 二人定議. 庾

季才偶瞻星象兼卜卦, 得益四爻. 旦上奏曰, ‘臣仰觀乾象, 俯察蓍䇿, 符兆乆定必有遷都. (후

략)’”

20) 오행성은 지상에서 보았을 때 그 운행의 속도와 방향이 변덕스럽게 나타난다. 즉, 기본

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서서히 공  운행을 하는데, 때로는 멈추어 있는 것처럼, 

혹은 후진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1) 杜光庭, �廣成集� 卷10, ｢莫庭乂九曜醮詞｣ “又恐五星進 , 四曜運行, 或居身命之宫, 或臨

惡弱之位. ( 략) ‘瞻星’辰日月之宮, 盡傾丹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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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次(12차)와 등류의 개념이다.22)22)일월성신의 본뜻이 비교  잘 나타난 것들 

 하나를 본다면 劉安(BC.179~BC.122)의 �회남자� ｢지형훈｣을 참고할 수 있

겠다.

日․月로써 그것(온 땅이 실은 것[墬形之所載])을 비추고 星․辰으로써 그것을 

經度구분하며[經], 사계 로써 그것을 계통세우고[紀] 太歲(1년)로써 그것을 통 해 

합친다[要].23)23)

의 은 그 이 의 인 �山海經�과 �列子� 등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24)24) 

이것들은 선진시기의 자료들인데, 비슷한 시기의 �尙書� �管子� �墨子� 등에서

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25)25)

2) ‘臺’의 문자  개념

본 에서는 ‘臺’의 문자  개념 분석을 통한 그 본원  의미를 살펴보겠다. 

아래 �강희자 �에서의 통합 설명이 비교  정연하고 명쾌해 보인다.

22) 戰國初부터 사용되어 온 28宿에 해 필자는, ‘日月五星이 지나는 황도 ’의 경도 측정을 

해 설정한 星宿들로 단하고 있다(서정화, 2012 ｢古代 中國의 28宿와 12次이론의 起

源: 東洋 古典에 보이는 사례분석을 심으로｣ �퇴계학논총� 20, 172면 참고).

23) �淮南子� ｢墬形訓｣ “墬形之所載, 六合之間, 四極之內, ‘照之以日月, 經之以星辰, 紀之以四

時, 要之以太歲.’”

24) �山海經� ｢海外南經｣ “地之所載, 六合之間, 四海之內, ‘照之以日月, 經之以星辰, 紀之以四

時，要之以太歲, 神靈所生, 其物異形, 或夭或壽, 唯聖人能通其道.’”; �列子� ｢湯問｣ “大禹

曰, ‘六合之閒, 四海之內, ｢照之以日月, 經之以星辰, 紀之以四時, 要之以太歲.｣ (후략)’”

25) �尙書� ｢虞書/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 �管子� ｢形勢解｣ 

“天覆萬物, 制寒暑, 行日月․次星辰, 天之常也，治之以理, 終而復始. ( 략) 故天不失其

常, 則寒暑得其時, 日月星辰得其序.”; �墨子� ｢天志 中｣ “且吾所以知天之愛民之厚 有矣. 

曰以磨爲日月星辰, 以昭道之. 制爲四時春秋冬夏, 以紀綱之. 雷降雪霜雨露, 以長遂五穀麻

絲, 使民得而財利之.” ※ 이 기록들에서 공통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일월과 성신

을 가지고 그 운행에 한 정 한 계산 값으로써 사계 [四時(日․月․宿로 가늠함)]과 

1년의 연도[太歲(日․月․木․宿로 가늠함)]에 한 정확한 산술 기 을 잡아서 節․候

(24 기․72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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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해자�에서의 이다. “(臺는) 샅샅이 살펴보는 곳[觀]인데,26)26)(사각형 모양

인) 네 모퉁이가 방형[四方]이고, 높은 것이다.” �釋名�에서의 이다. “臺는 지탱하

는 것이다. 흙을 다진 것이 단단하고 높아서 그것 자체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爾雅� ｢釋宮｣의 ‘망루[闍]를 臺라고 한다.’라는 에 한 (郭璞의) 해설[註]에, “흙

을 쌓아 놓은 상태가 사각형인 것이다.”라고 하 다. �禮記� ｢月令｣의 ‘仲夏의 달(午

月, 하지 달)에는 臺榭에 거처함이 가하다.’라는 에 한 (공 달의) 해설[疏]에서, 

“積土하여 만든 것이니, 그것으로 觀望한다.”라고 하 다.27)27)

이 듯 ‘ ’는,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게 쌓아 만든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의 용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높게 올린 네모난 그것 ‘ 로’ 올라서거

나 올려놓아 ‘지탱’하게 하는데 있다. 를 들어, 경주의 첨성 를 선인들이 실제

로 ‘臺’라는 이름으로 불 다면, 그것의 주된 쓰임은 당연히 그 내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머리에 이고 ‘지탱’할 수 있는 그 方形의 상부28)인 것이다.28)

‘별을 바라보는 ’인 첨성 에 한 단서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후한

 그 當代에 작성된 기 체 사서 �東觀漢記�29)에29)보이는데, 아래는 �동 한기�

散句의 補遺 부분으로 부가되어 있는 채옹(133~192)의 이다.

천체를 말하는 자[ 天體 ]들은 세 문가 집단[三家]이 있는데, 주비가와 선야

가 그리고 혼천가가 그들이다. ( 략) 혼천가만이 그 (천체운행 법칙의) 정황을 거

의 터득하 으니, 지  사 들이 쓰고 있는 ‘候臺의 銅 ’는 바로 그 본보기[其法]이

다. 8척 크기 둥근 몸체의 도수측정기구[度]를 세우고 천지의 형상을 구비해서, 황도

26) �爾雅�(戰國期~西漢) ｢釋 ｣ “觀, 指, 示也.”; �說文解字� ｢見部｣ “觀, 諦視也.”; �釋名�

(東漢) ｢釋姿容｣ “觀, 翰也, 望之延頸翰翰也.”

27) �康熙字典� ｢至部｣ <臺> “說文, ‘觀, 四方而高 .’ 釋名, ‘臺, 持也. 築土 高, 能自勝持也.’ 

爾雅釋宮, ‘闍 之臺.’ 註‘積土四方也.’ 禮月令, ‘仲夏之月, ( 략) 可以處臺榭.’ 疏,‘積土爲

之, 所以觀望.’”

28) 경주 첨성 가 臺이기는 하지만, 체 외 을 형성하는 그 하부가 부드러운 곡선형 원통

의 독특한 형태로 축조된 것은(“上方下圓”(�世宗實 � ｢地理志｣ <慶尙道/慶州府>)) 아

름다움과 용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라 단한다.

29) �동 한기�는 東漢의 제1  황제 光武帝(재  25~57)부터 제12  靈帝(재  168~189) 

때까지 후한 부분의 기간을 다룬 紀傳體 史書로서, 후한의 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편찬 작업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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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수)를 바로잡는다. 그것을 가지고, (日․月․五緯의) 출 과 사라짐[發斂]을 

찰하여, 일․월의 운행을 재며[行] 오행성[五緯]의 행보를 잰다[步]. (이와 같은) 

정 하고 오묘함은 만세에 바 지 않을 (천체 측의) 방법[道]이다.30)30)

‘候臺’의 의미는, 의 동태에 한 탐색 목 의 臺와31)
31)천체의 동태에 한 

탐색 목 의  등이 있는데,  에서 말하는 그것은 後 를 의미한다. ‘候臺

의 銅 ’란, 말 그 로 ‘(세분된 24 기인) 72候를 측정하기 해 쌓은 臺에 설

치한 銅 제품의 器’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용도의 기물을 일명 璇璣玉衡이라

고도 하는데, 그 문자를 음미해 보면 ‘둥 게 회 시킬 수 있는 기계’[旋機]와 

‘양팔 울  모양의 기구’[衡]가 혼합된 구조로 생각되며, 이것이 바로 渾天 32)
32)

이다.

혼천의나 동의에서의 ‘ ’라는 표 은 ‘禮․ ’와 같이 통상 인 의례에서의 용

어이다. 이와 같이 천체 측기구에 ‘ ’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의 인용문 뒷부분에서 보듯이 일월오성의 운행을 인간이 두 발로 걸어

가는 ‘行’과 ‘步’로 표 하고 있다. 고  국인들이 생각한 천체의 별과 별자리

들은 그 자체가 황제이고 황후이며, 황궁이고 조정이며, 자거리 우물과 江․河

이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천자가 政令을 반포하는 장소’인 ‘明 ’과, 

 이른바 ‘雲物 符瑞 災變 등을 살피는 觀臺’인 ‘靈臺’도 별자리들에서 설정해 

30) �東觀漢記� ｢散句/補遺｣ “ 天體 有三家, 一曰周髀, 二曰宣夜, 三曰渾天. ( 략) 唯渾天

近得其情, 今史官所用‘候臺銅 ’, 則其法也. 立八尺圓體之度, 而具天地之象, 以正黃道, 

以察發斂, 以行日月, 以步五緯. 精微深妙, 萬世不易之道也.”

31) 酈道元(南北朝 北魏), �水經注� 卷14, ｢濕餘水｣ “濕餘水, 出上谷居庸關東,[關在沮陽城東

南六十里居庸界, 故關名矣. ( 략) 其水 源關山, 南流歷故關下. 溪之東岸, 有石室三層. 

其戶牖扇扉. 悉石也. 蓋故關之‘候臺’矣. 南則絶谷, ( 략) 非輕功可 , (후략)]”

32) 필자는 ‘후 의 동의’라고 하는 이 銅 를, 渾象이 아닌 渾 (혼천의)로 단한다. 그 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혼상은 말 그 로 ‘천체의 형상’을 섬세하게 구 해 낸 기

물로서(“具天地之象”) 시각 인 효용성이 보다 큰 것이다. 그에 비해, ‘천문 좌표 측’ 

의기인 혼의는 거기에 더해서 천체 운행의 수치 계산에 보다 치 하여 만들어진 기물이

다. 그 게 정의하 을 경우,  �동 한기�에서 서술한 황도의 도수를 바로잡는 일이나, 

일월오성의 출․몰 찰  그것들의 행보(曜 각각의 속도 완   속도 변화)를 재는 

일에서의 정 하고 오묘함 등등은(“正黃道 ~ 精微深妙”), 바로 혼천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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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33)33)

그와 같은 천문 념에 따라 별들의 움직임을 의례를 진행하는 인간의 행 ․

거동과 동격으로 표 하 던 것이고,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동제품의 기구를 

‘銅 ’라는 말로 표 한 것이다. 따라서 器( 機)란, ‘인간의 禮 행  거동에 

비유된 의인화된 별들 제작각의 운행을 나타내는 기물(내지 기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논한 것을 종합하여 간략히 정리한다면, ‘첨성의 ’[瞻星臺]는 ‘(특

정의) 별을 바라볼 목 으로 어떠한 기구를 올려놓거나 혹은 올라서기 해 높

이 쌓아올려 조성한 사각형의 축 나 ’를 말하는 것이다.

3. 기록상의 첨성   경주 첨성

1) 漢代의 첨성  기록

첨성  하면 경주의 그것을 가장 먼  떠올리게 된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것을 말하는 최 의 기록은 AD.1C경 後漢 제1  황제 光武帝(在位 25~57) 

시기의 서술에 보인다. �淸一統志�의 기록에 의하면 과거 국에 첨성 라고 불

리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제가 지은 것이라고 한다.

33) �史記� ｢天官書｣ “中宮天極星, 其一明 , 太一常居也. 旁三星三公, 或曰子屬. 後句四星, 

末大星正妃, 餘三星後宮之屬也. 環之匡衛十二星, 藩臣. 皆曰紫宮. ( 략) 東宮蒼龍, 房心. 

心爲明 , 大星天王, 前後星子屬. 不欲直, 直則天王失計. 房爲府, 曰天駟. 其陰, 右驂. 旁有

兩星曰衿. 北一星曰舝. 東北曲十二星曰旗. 旗中四星天 . ( 략) 大角 , 天王帝廷. 其兩

旁各有三星, 鼎足句之, 曰攝提. ( 략) 亢爲疏廟, 主疾. 其南北兩大星, 曰南門.”; �晉書�

｢天文志 上｣ “張平子旣作銅渾天 , 於密室中以漏水轉之, 令伺之 閉戶而唱之. 其伺之

以告靈臺之觀天 曰, ‘璇璣所加, 某星始見, 某星已中, 某星今沒. 皆如合符也.’ ( 략) 其西

南角外三星曰‘明 ’，天子 政之宮. 明 西三星曰‘靈臺’, 觀臺也, 主觀雲物․察符瑞․候災

變也. 左執法東北一星曰 , 主贊賓客也. 東北三星曰‘三公’內坐, 朝 之所居也. 三公

北三星曰‘九卿’內坐, 治萬事. 九卿西五星曰內‘五諸侯’, 內待天子, 不之國也. 辟雍之禮得, 則

太微․諸侯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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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臺는 城縣 북쪽에 있는데, ( 史(宋, 930~1007)의) �태평환우기�에는 그것

이 南 縣 ‘북쪽으로 40리 거리’에 있고, 무제가 남돈에 거둥하 을 때34)
34)건축한 

것이라고 해진다.35)35) 의 ‘북쪽 40리 거리’에 있는 ‘瞻星臺’라는 것 한 무제가 

축조한 것이다.36)36)

한 의 첨성  기록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 다면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제의 방문을 기념하기 해 축조한 것이라는 무 의 이름은 당연히 光武

皇帝라는 그의 사망 후 시호를 따서 작명한 것일 터이고, (어쩌면 무황제 붕

서 이  무 의 원래 이름이었을지 모를) 첨성 의 경우, 일단은 그 이름 그

로 ‘별 바라보기’[瞻星]의 목 을 해 설치한 라고 단순하게 단하겠다. 

다만, 그곳 남돈 은 무제의 親父인 南 君 劉欽(?~AD.3)이 생 에 령으로 

부임해 지냈던 곳으로 무제가 유년 시 을 보낸 지역이기도 한데, 그 사실과 

첨성  건립과의 인과 가능성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듯하다.

 �청일통지� 에서 보충 자료로 인용하고 있는 �태평환우기�의 계속 이어

지는 문장에서, “ 무제 19년에 남돈에 거둥하 다. 그 거둥으로 인하여 이 臺

( 무 )를 설치하 고, 아울러서 廟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다.37)37)첨성   

34) 무제의 남돈 거둥은 光武 19년 기록에 보이는데(�後漢書� ｢光武帝紀 下｣ “‘十九年’ (

략) 秋九月, 南巡狩. 壬申, 幸南陽. 進幸汝南․‘南 縣’, . 置酒 . 賜, 吏人復‘南 ’田租

歲. ( 략) 進幸淮陽․梁․沛”), 그 이  무 3년에 “ 宅을 거둥하 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서(�東觀漢記� ｢紀/世祖光武皇帝｣ “三年, 光武征秦豐, ‘幸 宅.’”), 劉秀의 

그 臺 축조 지역 방문이 단 한 번에 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5) 史(北宋), �太平寰宇記� 卷10, ｢河南道/陳州｣ “光武臺在縣北四十里. 按隋淮陽 郡圖云, 

漢光武十九年, 幸南 , 因置此臺, 兼立廟.”

36) �欽定大淸一統志� 卷170, ｢陳州府(在河南省治東南三百里‧‧)｣; 卷172, ｢許州(在河南省治

西南二百五十里 ( 략))｣ “光武臺[在 城縣北, 寰宇記在南 縣北四十里, 相傳光武幸南

時築. 又縣北四十里, ‘有瞻星臺, 亦光武所築.’]” ※ 光武臺는 河南 城 에 있는 南

故城의 북쪽에 치하고, 瞻星臺는 남돈 고성의 내부에 건설되었지만 재는 그 흔 만 

남아있다고 한다(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南 ’ 참고).

37) 앞의 ‘ 史(北宋), �太平寰宇記�’에 한 원문 참고(각주 35번).

    ※ 후한 무제 시기의 이야기를 인용한 淸代의 �청일통지�나 北宋 시기의 �태평환우기�

와 같은, 후 에 成書된 자료 속의 오래  기록들에 한 그 역사  사실 여부의 의혹을 

품을 수 있을 듯하다. 그것들은 기록 당시에 보존되어 있던 다른 사료들을 기반으로 편집 

작성된, 地理志 형식의 史書이다. 기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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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설치와 종묘[廟]38)38)건립을 함께 하 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39)39)이와 

국의 모든 正史類(二十四史)는 當代 왕조의 시 를 넘어서서 후 에 성서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수백 년, 심하게는 �史記�와 같은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우리의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모든’ 역  王의 그날․그달․그 왕 에, 권력자에 

 향 받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으로 기록’된 형식의 사서는, 유교문화의 발상지인 국

이라 하더라고  찾아볼 수 없는 문화선진국으로서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 문화는 동양의 통 유교 제도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유교사상에 의해 명문

화된 법․제도  뒷받침과 함께, 통치자  종사자들의 사명감이라는 시 인의 강한 책

임의지, 그 두 가지의 완벽성이 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것은 바로 문화라는 꽃[華]의 구체화된 열매인 것이며, 조선의 선비들이 스스로를 中

華라고 했던 그 문화  자 심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다소나마 이해되는 부분이다.

38) 재 ‘廟’는 다른 말로 祠 이라고도 표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당의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漢代부터이고 그 이  ‘주 에 종묘’는 곧 사당이 아니라 ‘군주의 便殿이

고 正殿이며 朝廷이었다.’ 묘에 ‘宗’자가 붙은 것은 수식어로서, ‘선군으로부터 후계의 지

를 물려받아 군주가 된 사람’의 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상류층의 일반 인 집[宮] 

에서, 그 주인이 朝 의례나 賓禮 등등의 다양한 의례 이행 장소로서 사용하게 되면 ‘廟’라

고도 일컬었다. 특히 그가 제후나 천자의 位에 오르게 되면 <*당시는 父子異宮이 흔한 

일이었고, 位의 장자상속 역시 선택 이었음.> 그때부터 그곳은 ‘宗廟’라고도 불리었다. 

군주의 일상 인 정무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선군에 한 제사 의례를 이행하는 장소로서

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시키기 시작한 것은 통일 진의 시황제 이후부터이며, 그것은 후

인들에 의해 종묘가 사당의 의미로만 쓰이기 시작한 근원  하나이기도 하 다. 한편, 

특정 특권을 부여받은 同姓 大夫의 묘(‘家’ 지의 朝廷으로서의 묘)에도 ‘제후나 왕의 

宗廟’로서의 상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국시 까지는 그러한 종묘가 邦

國 내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경험  잔재가 남아 있었던 漢初에는 선황

제를 한 사당으로서의 묘를 수도와 지방 여러 곳에 설치하기도 하 다. 종묘 설치를 

수도 내로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前漢 후기에 있었던 학박사들의 제언에 의해 차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종묘 본연의 역할과 개념  그것의 변화 과정에 한 연구는, 서

정화, 2018 ｢廟數 규정 제도의 始原에 한 一 : 漢代와 戰國期의 廟數制 련 논의를 

심으로｣ � 동문화연구� 102; ｢�춘추� 경문에서의 廟․宮 언 을 통한 周代의 그 쓰

임 사례 일고찰: 주 의 廟數制 실재 여부에 한 궁구 과정에서 【1/2】｣ �한국철학논집�

57; ｢�左傳�에서의 廟․宮 언 을 통한 周代의 그 쓰임 사례 一 察: 周代의 廟數制 실

재 여부에 한 궁구 과정에서 【2/2】｣ �유교사상문화연구� 72; 2017 �주나라의 宮, 宗廟

와 明 �, 한국학술정보 참고).

39) 다음은 참고로, �후한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무제 2년

(AD.26) 수도인 낙양 땅에 高廟(한고조 유방의 태묘)를 일으켰다. 前漢의 ‘선제부터 평

제까지(宣․元․成․哀․平)의 묘’를 ‘황제의 親廟’로 규정하고, 원제 이상(宣帝와 元帝)

만큼은 낙양의 고묘에서 황제가 친히 奉祠한다. 성제 이하(成帝, 哀帝, 平帝)는 前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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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다소 유사한 기록이 이보다는 후 의 일이기는 해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보이는데, 바로 평양의 첨성 이다.

2) 평양의 첨성  기록

정연식은 첨성 는 천문 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평양성의 첨성  기록

을 소개하고 있다. 평양의 그것은 재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40)40)아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평양 첨성 에 한 묘사로, 짤막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이다.

(평양성의) 성 내부에는 ‘九廟’와 ‘九池’가 있다. 구묘는 바로 ‘九曜’가 날아드는 처

소이다. 그 池 근처는 瞻星臺가 있다.41)41)

九廟와 九池는 화문화권에서 황제로서의 통치자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九曜 역시 天子인 황제와 련이 깊은 말이다. 종묘의 소유 규정에서 개는, 천

자는 일곱 개의 종묘를 소유할 수 있다는 ‘天子七廟’42)가42)일반 인 제도라고 인

수도 던 장안에 당 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고묘에서 사하는데, 황제 신 有司(담당

자)가 행한다. 이 듯 황제의 친묘들을 따로 나 어 사하게 된 이유는, 새 도읍지에

의 종묘 조성이 이때까지 제 로 구비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제 3년, ‘皇

 南 君 이상 4 조’의 4묘를 세웠는데, 그 설립 장소에 한 구체 인 언 은 따로 없

다. 이들의 경우 황제 으로서의 追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의 親奉이 아

니라 여러 신하들이 사한다(�後漢書� ｢光武帝紀 上｣ “建武二年, 春正月 ( 략) 起高

廟․建社稷於洛陽. ( 략) 三年春正月甲子 ( 략) 立皇 南 君已上四廟.”; ｢張(張

純)․曹․鄭列傳｣ “大司徒戴涉․大司空竇融議, ‘宜以宣․元․成․哀․平五帝四世代今親

廟, 宣․元皇帝 爲祖․父, 可親奉祠. 成帝以下, 有司行事. 別爲南 君立皇 廟, 其祭上

至 陵節侯, 群臣奉祠, 以明 之敬․親親之恩.’ 帝從之. 是時宗廟未備, 自元帝以上, 祭

於洛陽高廟, 成帝以下, 祠於長安高廟, 其南 四世, 隨所在而祭焉”).

40) 정연식, 2011 ｢평양 첨성 의 서사구조와 연개소문의 탄생｣ �역사와 실� 79, 232-234면 

참조.

41) �世宗實 � ｢地理志｣ <平安道/平壤府> “城內有九廟九池. 九廟乃九曜飛入處也. 其池旁有

瞻星臺.”

42) �春秋穀梁傳�, �史記�, �漢書�, �禮記�, �孔子家語� 등등, 한  이래 成書된 다수의 

들에서 ‘天子의 七廟’ ‘諸侯의 五廟’ ‘大夫의 三廟’ 표 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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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었지만, 그것은 한 말의 石渠閣 회의(BC.51)와 같은 漢儒들의 열띤 토론 

과정을 통해 그 다고 인정된 것일 뿐이다.43)43)구묘의 경우 특히 한과 후한 사

이 新나라(8~23)를 건국했던 王莽(BC.45~23)이 황제의 권 로서 조성한 바 있

었는데,44)44)이 역시 주류는 아니었어도 천자의 소유 묘수로 논의된 것이었다. 이 

왕망의 구묘는 신나라가 망하면서 함께 불살라졌다.45)45)

廟라는 것은 그러나, 주나라 기부터 나타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나

라 당시에 그것은 사당이 아니라 군주의 편 이고 정 이며 조정이었다(각주 38

번). 아울러 한  까지도 그 본연의 기능에 한 인식이 다소 남아있기는 하

지만, 사실상 국시 라는 극도의 혼란기를 지나고 단명한 통일 진을 거치는 

동안 주나라 제가 제 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西漢 후기를 지나면서 비록 종묘에 한 인식이 사당으로 굳 지고, 천자로부

터 士까지 모두 각 계층별 일정 수의 종묘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학박사들 간의 

학술  논의와 타 이 있었지만, 어도 七廟 더 나아가, 九廟는 그 廟數 자체가 

천자인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평양성 내에 구묘가 조성되었다는 기록은 바로 

당시 본국을 일개 제후국이 아닌 천자 즉, 황제의 상으로 보고자 한 의지의 

43) 서정화, 2018 ｢廟數 규정 제도의 始原에 한 一 : 漢代와 戰國期의 廟數制 련 논의를 

심으로｣ � 동문화연구� 102, 162-165면 참고. ※ 石渠閣 회의  그 후에 있었던 경

서의 同異에 한 토론회의 참가자  명확한 시기에 한 상세한 고찰은, 김용천, 

2007 ｢�石渠禮論�의 分析과 前漢시  禮治 理念｣ �동방학지� 137; 2006 ｢前漢 元帝期 韋

玄成의 宗廟制論｣ �동양사학연구� 95 참고.

44) 天子의 ‘九廟’ 형태는 유독 王莽에 한 기록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즈음은 황제  상류

층을 심으로 천문 성술이 가장 크게 성행한 정 의 시기 다. 특히나 왕망의 행 에

서 신비주의  도참설이나 성술 등에 의지한 성향이 강했던 만큼, 그 숫자 9가 상징하

는 것이 그러한 것들과 직․간  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당시의 천문 성에

서 7曜까지가 아닌 9曜를 술 수단으로 삼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도 (그 9曜를 구성하는) ‘計都’ 만큼은 前漢代의 기록에 나타나며, 그 거는 특이하지

만 당연스럽게도 象數易의 가인 京房(BC.77~BC.37)의 �京氏易傳�에서이다(｢䷐隨卦｣ 

“五星從位起鎮星, ‘計都’從位降庚辰, 氣候分數二十八, 六位雖殊, 吉凶象震”).

45) �漢書� ｢王莽傳 下｣ “‘地皇元年’(AD.20), ( 략) 九月甲申, ( 략) ‘莽’ ( 략) 壞徹城西

苑中建章․承光․包陽․大臺․儲元宮及平 ․當路․陽祿館, 凡十餘所, 取其材瓦, 以‘起

九廟’. ( 략) 三年正月, 九廟蓋構成, 納神主. 莽 見, ( 략) ‘四年’(AD.23) ( 략) ‘衆兵’

發掘莽妻子父祖冢, ‘燒’其棺槨及‘九廟’․明 ․辟雍, 火照城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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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라 평가할 만하다.

九池는 구묘 구요와 숫자를 맞춘 것인데, ‘池’는 주나라를 개국한 文王과 武王 

父子가 만들었다는 靈臺․靈囿․靈沼에서의 靈沼와 련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천자로서의 왕의 상징 그 자체이다. 이 경우의 ‘靈’은 험함 신령스러움 혹은 

인 존재 등과는  상 없는 말이며, 그것은 훌륭한 聖王의 덕을 상징

으로 표 한 것이다. ‘王’은 그 지  자체의 표 이지만, ‘聖’이란 천하의 최고 통

치자인 ‘｢왕｣으로서의 ｢능력｣과 ｢덕성｣을 모두 완벽히 갖춘 사람’을 일컫는 것이

다. 따라서 그것은, 비록 후 에 孔子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하긴 하 지만, 

어도 공자 당시만 해도 ‘聖’은 천자인 ‘주나라 왕’에게만 쓸 수 있던 표 이었다.

殷․周 교체기 무렵 주 문왕과 무왕은 새 도읍지인 鎬京에 왕의 통치 장소로 

사용하기 해 辟雍(辟廱)을 건하 는데, 와 유 소는 그 안에 조성한 

것이다.46)46)벽옹은 왕궁 내지는 그것이 치한 마을에 해당하며, 는 제후들 

 여러 신하들과 각종 통치․외교 의례가 진행되는 조정의 역할을 하 던 高臺

의 구조물이다. 국시  이후 음양오행  시령사상에 향을 받으면서 그것은 

明 이라는 말로도 표 되었는데,47)47)맹자는 그곳을 유교에서의 이상 정치로 숭

앙받는 ‘文王의 發政施仁이 펼쳐졌던 王道정치’의 상징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 한다면, 명당에서 이행되었다는 문왕의 왕도정치는, 바로 

합리 인 조세제도①, 인재들에 한 안정 인 직업 보장②, 안 한 치안  그

에 따른 불합리한 추가징세 지③, 통제를 최소화한 자율  경제활동④, 죄의 

연좌 지⑤, 소외․취약 계층에 한 최우선  복지정책⑥, 이 여섯 가지로 정

리된다.48)48)

46) �竹書紀年� ｢帝辛｣ “三十六年, ( 략) 西伯使世子發營鎬. ( 략) 三十七年, 周作辟雍. 

( 략) 四十年, 周作靈臺. ( 략) 五十二年庚寅, 周始伐殷.”; �詩經� ｢大雅/文王之什｣ 

<靈臺>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 략) 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翯翯. 王在靈沼, 於牣魚躍. ( 략) 於論鼓鐘. 於 辟廱.”

47) 漢代 이후 明 과 靈臺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 지만, 그 두 가지는 용도와 역할에

서 동일한 것이다. 의 표 이 은주교체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명당은 존 

기록상 �맹자�에서 처음 보인다. 명당․   벽옹 등에 한 상세한 논의는, 서정화, 

2016 ｢周代의 明 과 辟雍에 한 : 先秦時期 宗廟의 본원  기능에 한 궁구 과정

에서｣ �동양철학연구� 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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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소의 최  거는 �시경� ｢大雅｣편 <靈臺> 詩 가사에 나타나

며, 靈‘沼’가 곧 靈‘池’임은 < > 시를 인용하여 왕도정치를 유세하고 있는 아

래 맹자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자가 양혜왕을 견하 다. 왕이 못[沼]가에 서서 크고 작은 기러기 류와 크고 

작은 사슴 류의 짐승들을 보면서 물었다. “賢 도 이것들을 즐거움으로 여깁니까?” 

맹자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 자이고 나서야 이것들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자이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소유한들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경�(｢ 아｣

편의 < >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 습니다. ‘이제 막 靈臺를 조성하기 시작하

지, 설계도를 짜고 營建하지. 서인[庶]과 하민[民]들이49)
49)그것을 짓는데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하네. 이제 막 를 조성함에 다 하게 하지는 말 것을, 서인과 하민들이 

자식들처럼 와있었네. 왕이 靈囿(동물원)에 계시니, 암수의 사슴들이 머리 숙여 다가

오네. 암수의 사슴들은 뛰어 노닐고, 백조들의 높이 쳐든 하얀 깃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네. 왕이 靈沼(연못)에 계시니, 탱탱하게 살진 물고기들 힘차게 뛰어오르네.’50)50)(주

나라의) 文王께서 하민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臺를 만들고 沼를 만들었어도, 하민들

은 그 일을 환희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겼으니, 그 를 일컬어 ‘ ’라 말하고 그 

소를 일컬어 ‘ 소’라 말하면서, 그(문왕)가 물고기와 자라들을 소유한 것을 즐거워

한 것입니다. (문왕과 같은) 옛 사람이 하민들과 함께 더불어 즐겼기 때문에 즐김을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경� 商書의) ｢湯誓｣편에서 ‘이 태양(夏나라 마지막 왕

인 桀의 은유)은 언제 망하지? 나와  함께 망하자.’라고 하 는데,51)51)하민들이 그

48) �孟子� ｢梁惠王 下｣ “齊宣王問曰, ‘人皆 我毀｢明 ｣, 毀諸? 已乎?’ 孟子 曰, ‘夫｢明 ｣

, 王 之 也. 王欲｢行王政｣, 則勿毀之矣.’ 王曰, ‘｢王政｣可得聞 ?’ 曰, ‘昔 文王之治

岐也, 耕 九一①, 仕 世祿②, 關 譏而不征③, 澤梁無禁④, 罪人不孥⑤. 而無妻曰鰥, 

而無夫曰寡, 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 (鰥寡孤獨), 天下之窮民而無告 . ｢文

王發政施仁, 必先斯四 ｣⑥.’”

49) 주나라 때의 庶人[庶]은 특권층에서 수가 멀어진 사람들로서, 높은 신분의 작 는 없

더라도 그 특권층의 ‘姓’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 고 에 百姓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군주로부터 이 서인까지 姓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와 반 로 下民

[民]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층 계 을 말한다. 화문명에서 선진시기 특히 국기  

이  시기를 논할 경우 필자는, 庶․民과 百姓을 오늘날 보편 으로 인식하는 그것과 동

일 개념으로 표 하지 않는다.

50) 이 詩詞의 뒷부분에 辟雍에서의 治政의 노래가 이어진다. “정사를 논의함에, 鐘鼓를 연주

하지. 雅 을 즐김에, 辟雍을 다스리지.〔於論鼓鐘. 於 辟廱.〕”(�詩經� ｢大雅/文王之什｣ 

<靈臺>)

51) �書經� 원문은 “時日‘曷’喪? 予及汝皆亡.”으로 되어 있다. 원문에 근거하여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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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더불어 망하고 싶어 하 으니, 비록 臺․‘池’와 날짐승․들짐승들을 지녔던

들 어  즐김을 혼자서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52)52)

이 에서 볼 수 있듯, 는 聖王의 통치 장소의 상징이고,53)53) 소는 바로 

그곳에 있던 연못으로 沼는 池라고도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54)54)평양성의 성내

에 아홉 개로 상징되는 종묘인 九廟와  역시 아홉 개로 상징되는 연못인 九池

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곳의 최고 통치자가 王․公(제후) 이 아

닌 국의 황제와 등한 天子 이라는 메시지를 달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

52) �孟子� ｢梁惠王 上｣ “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鴈麋鹿, 曰‘賢 亦 此乎?’ 孟子

曰, ‘賢 而後 此, 不賢 雖有此, 不 也.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

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牣魚躍.｣ 

文王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 之, 其臺曰靈臺, 其沼曰靈沼, 其有麋鹿魚鼈. 古之人

民偕 , 故能 也. ｢湯誓｣曰｢時日害喪, 予及女偕亡.｣ 民欲 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

獨 哉?’”

53) 천하 물산의 완 한 1인 有 개념이 아닌 分 制라고 하는 주나라 제도상에서, 실

으로 천자의 권력과 지 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방편은 천자 자신을 심으로 

한 제후들의 규합이었다. 周初 당시 문왕․무왕 에 政令의 반포와 같은 통치자 자신의 

직 인 통치(朝․覲禮 등) 외교( ․同․賓禮 등)  군사 지휘(軍禮 등) 등의 행 가 

진행된 장소로 묘사되었던 靈臺가, 漢代 이후에는 測候臺로 인식되었다(�白虎通德論� ｢辟

雍｣ “天子所以有靈臺 何? 所以 天人之心, 察陰陽之 , 揆星辰之證驗, 爲萬物獲福無方

之元.”; �後漢書� ｢顯宗孝明帝紀｣ “升靈臺, 望元氣.”; ｢祭祀志 中｣ “升靈臺, 以望雲物”). 

제후의 규합이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 1인의 천하 유 개념이 정착된 한  이후가 되면, 

바로 그 측후가 천자의 상징  통치 행 로 특히 부상되었던 모양이다.

54) 周 文王의 臺․沼와 같은 이야기는 殷나라 마지막 임  紂王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데, 유교국가에서 그것은 주 문왕과는 반 의 상황으로 회자된다. 다음은 � 종실록�(6

권, 3年5月甲辰日 6번째 기사)에 수록된 내용으로, 홍일덕 등이 사찰 증축과 혹여 그로 

인해 우려되는 불교 흥을 우려하여 올린 상소문 일부이다. “‘昔之民, 疲於作臺.’ 今之民, 

疲於寺宇. ‘昔之民, 陷於塗炭.’ 今之民,陷於夷狄. 天常滅人倫熄, 臣不君其君, 子不父其父, 

禽獸無異矣. 然則廢朝‘臺池之禍’, 止於一時而已, 殿下寺宇之禍, 終必延於萬世也.” 이 

에서, 臺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피로하고 도탄에 빠졌다는 옛날의 民[“昔之民”]이란, 

殷 紂王 시 의 下民들을 말함이다. “臺池之禍”에서의 ‘臺’는,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 최고 

통치자의 세를 자랑한 주왕의 ‘鹿臺’를 말함이고, ‘池’는 그의 ‘酒池’(酒池肉林)를 말함

이다. 그것들은 폭군의 사치와 향락의 명사이며,  그로 인해 나라를 잃고 자신을 망

친 국가  ‘재앙’[禍]의 상징이기도 하다. 주왕의 이 녹 와 주지는, 그 폭군을 몰아내고 

天子가 된 주나라 문왕의 소박한  소와 상 하여 비유되곤 하는데, 유교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 도구로 흔히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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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55)55)

“飛入”이라고 하는 암유 인 묘사로 서술된 九曜의 경우, 특히 첨성 는 그 

역할 면에서 바로 이 ‘아홉 개’의 曜인 구요와 직 인 련이 있는 것이다. 천

자의 일  가장 요한 것  하나가 曆이다. 주나라 때의 천자의 반력은, 권

력에 의한 권한이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천자로서의 의무 사항에 가까운 것이

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경� ｢요 ｣에서의 “敬授人時” 문

구를 심으로 하는 내용이다.56)56)책력 제작을 해서는 정 한 천체 측을 진

행하여야 한다. �춘추� 經文에서 볼 수 있듯 춘추시 까지 어도 주나라와 노

나라에서는 태음력을 기반하 기 때문에,57)57)천체 측이라고 해 야 달을 주

로 해서 윤달을 책정하기 한 태양의 分至點 측 정도가 부 다. 국시기

를 지나서 한 에 들어서는, 황제의 책력 제작에 상당한 수 의 업그 이드가 

있게 된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태음태양력인 한무제의 太初曆이었다. 이후 한

의 책력에 일․월  목성(歲星)뿐만이 아니라 여타 행성들의 운행 측까지 포

함되는데, 그것은 책력에서 성술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일

월오성을 다른 말로 七政이라고 하고  七曜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唐代에 오

게 되면 공식 인 천문․ 성․책력법에 인도의 직 인 향으로 두 개의 曜

가 추가되는데, 그 게 해서 만들어진 책력이 인도 천문학자 瞿曇悉達이 제작한 

55) 평양 첨성 에 해 정연식은, 연개소문(?~665?)이 자신의 한 탄생을 기념하기 

하여 건립한 것이고, 그 구체 인 시기는 그가 실권 장악에 성공한 642년 이후에서 멀지 

않은 시기 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추정하고 있다(정연식, 2011 ｢평양 첨

성 의 서사구조와 연개소문의 탄생｣ �역사와 실� 79, 256-261면 참조). 필자는 이에 

해, 연개소문 자신의 탄생 기념으로 첨성 를 축조한 것이라는 추론에는 동의하지 않

지만, 강경한 당 정책을 추진하 던 그가 麗唐戰爭(644~668) 시기 사이에 쟁에 

한 사기 고취  고구려의 우수성을 의식 으로 표 하고자 축조하 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6) 각주 66번의 �書經� ｢堯典｣ 문장 참고.

57) 서정화, 2017 ｢�春秋�王曆①: 宋代 이후 春秋曆數의 改月․改時 논의에 한 ｣ �동

양고 연구� 67; ｢�春秋�王曆②: 周代의 曆法 一 察｣ �동양철학� 47; 2017 ｢�春秋�王

曆③: 周曆에서 夏曆으로, 그리고 공자의 “行夏之時”｣ �한국철학논집� 54; ｢�春秋�王曆

④: 계 을 단할 수 있는 �춘추�경문 의례 기사와, 春夏秋冬 자형  자의에 한 一

｣ �문화와 술연구�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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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執曆이다. 추가된 이 두 개의 요는 인도어 음역자로 計都(Ketu)와 羅睺

(Rahu)라고 불리며, 각각 승교 과 강교 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요하게 포

함된 이유는 바로 황도 (백도 ) 상에서 蝕 상이 벌어지는 지 이 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 지 은, 오행성과 같이 속도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변덕스러운 

운행을 보이지 않고, 일․월처럼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일․월의 방향과 반

로) 진행한다. 이 게 구성된 아홉 개의 요가 바로 구요이며 당시 천문에서의 

성 역법의 요체가 되는 것들이다. 공식 인 책력에 이 구요의 운행을 모두 포

함시킨 것이 唐代 구집력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  시 에도 성 분야에서 계

도를 활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앞에서도 논하 듯, 바로 한 의 표 인 상수

역학자인 경방의 �경씨역 �에서이다(각주 44번).

칠요이든 구요이든 이와 같은 여러 曜들 각각의 운행에 한 정 한 수치를 

내기 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渾天 이다. 그것을 통해야만 

요 체를 담은 당  최고 수 의 정 한 책력(曆譜)58)58)제작이 있게 된다. 이

듯 ‘구묘’ ‘구지’는 물론 ‘구요가 날아드는 처소’ 등은 모두 제왕의 상징인 것이다.

평양의 구묘․구지 주변에 세워졌다는 첨성 는, 사실상 그곳에서 실제로 九

曜 각각의 개별  운행들에 한 정 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제왕(聖人)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일터’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59)59)설령 그곳에 완벽한 상태의 혼천의를 설치하지 못하

58) �漢書� ｢藝文志｣ “曆譜十八家, 六百六卷. ‘曆譜 , 序四時之位, 正分至之節, 日月五星之

辰, 以 寒暑殺生之實.’ 故聖王必正曆數, 以定三統服色之制, ‘又以探知五星日月之 . 凶阨

之患․吉隆之喜, 其術皆出焉.’ ‘此聖人知命之術也,’ 非天下之至材, 其孰 焉.” ※ 이 듯 

책력 즉, 역보에는 일․월뿐 아니라 (길흉 성을 목 으로 하는) 오행성의 운행 도수까

지 담겨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星曆’이라고도 표 한다.

59) 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歷史記  문화, 禮․  문화, 帝王의 

제도 등등은 모두 유교  정치․외교 철학  그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화

문화권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서구 유럽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토속 

문화에 기반하여 그리스 로마 문명의 향을 받아 문화  발 이 이룩된 것과 같은 맥락

인 것이다. 公平無私의 정신에 입각한 史官의 기록 문화, 聖王으로 상징되는 王道정치와 

그것을 실에 실 시키기 한 도구로서의 禮와  등은, ‘質’에 ‘文’의 옷을 입히는 문

화  성장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상에서의 철학과 

문화를 이 땅에 거의 완벽하게 정착시킨 것이 바로 조선왕조이며, 어도 公平無私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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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구묘 구지와 함께하는 첨성  그 존재 자체는 역사 인 요한 의의

를 담고 있는 기록이라 할만하다.

한편, 국에서도 혼천의는 그것이 처음 등장했던 한 60)
60)이래로 에 걸쳐 

보존되고 구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차례의 내외  환란을 겪으면서 한 와 

당 에 있었을 법한 혼천의가 제 로 해지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 다.61)61)

황도 를 운행하는 일월오성을 측하면서 그것들의 특정 후 치 좌표를 

산출하는 혼천의는, 규표와는 다르게 주로 일몰 이후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몰 직 부터 야간을 거쳐서 일출 직후까지 사용되는 것이

다. 일출과 일몰시의 측은 태양이 황도 분도의 어느 치에 있는지를 측정하

기 함이다. 어떤 특정의 별자리 분도 지 이 황경 0°인 춘분 일 경우 태양이 

그곳에 치하는 날이 춘분일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특정 별자리 분도가 춘분

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보다 더 섬세한 측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며, 그

것이 세차운동에 의한 주기 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혼천의를 통해 수시 측

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게 얻어진 황도  28수의 성수분도 값으로 

나머지 曜들의 운행 상황에서 그것들의 재 치 값을 알아낸다. 일․월과 목

성(歲星)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들의 치 값은 순 히 성술을 한 것으

로, 그것을 통해 제왕과 나라의 吉凶禍福 豫斷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7요(나

아가 9요)의 운행 측은 고 부터 통 으로 제왕학으로 인식되어 왔다.62)62)

기록 문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주국보다 한층 더 화려한 꽃을 피워 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0) 국에서 渾天 (渾 )의 實存은, 앞서 �동 한기�에서의 “候臺銅 ” 기록을 보더라도 

어도 漢代까지는 거슬러 올라간다. 漢武帝 때 落下閎이 太初曆을 만들 당시에도 渾天

가 사용되었다는 논의가 있고, 한편으로 朱熹에 의하면 秦나라 때까지 더 거슬러 올라

간다고도 한다(�揚子法 � ｢重黎｣ “或問‘渾天’, 曰, ‘落下閎營之，( 략)’”; 丘濬(明), �大

學衍義補� 卷93, ｢治國平天下之要/備規制｣ <曆象之法 下｣ “朱熹曰, 渾天 , 古必有, 其法

遭秦而滅. 至漢武帝時, 落下閎始經營之”).

61) �元史�의 郭守敬(1231~1316)에 한 기록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宋自

靖康之亂, 象之器盡歸於金. 元 , 定鼎於燕, 其初襲用金 , 而規環不協，難復施用. 於是

太史郭守敬 , 出其所創簡 ․仰 及諸 表, 皆臻於精妙, 卓見絕識. 蓋有古人所未及 . 

其說以 , 昔人以管窺天. 宿度餘分約爲太半 , 未得其的. ( 략) 而又當時四海測景之所凡

二十有七, 東極高麗, 西至滇池, ( 략) 是亦古人之所未及爲 也.”(｢天文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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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의 첨성

경주 첨성 의 기록은 本紀 志 列傳 年表까지 두루 갖춘 기 체 형식의 正史

인 �삼국사기�가 아닌, 일연의 �삼국유사� ｢紀異｣편 <善德王 知幾三事>조의 끝부

분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첨성 에 한 그 빠뜨린 사실[遺事]은 아래와 같다.

다음과 같이 別記하여 말한다. “이 王代에 돌을 연마하여 瞻星臺를 쌓았다.”63)63)

첨성 에 해서 이해할 수 있기에는 정보가 무 소략하다. 앞의 제2장 2)

에서 臺의 기능에 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것의 용도와 구조를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게 쌓아서 

만든 것’이라고 정리하 다.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평양의 첨성 는 그 조성 목

이 ‘올려놓기 함’이었는지 혹은 ‘올라서기 함’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경주의 그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후자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 다면 과연 

그 에 무엇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걸일까? 그 해답은 아마 그것의 이름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축조 당시부터 ‘첨성’을 정식 이름으로 부여했던 것

인지, 아니면 그것의 특성과 기능 때문에 별칭으로 그 게 불 던 것인지, 어

되었든 그것을 정말로 첨성 라고 불 다면 그것은 정말로 ‘瞻’‘星’‘臺’라고 보아

야 한다.

역시 제2장의 1) 에서 고 에서의 몇몇 기록들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첨

성’은 동서남북의 정확한 방 를 표시하기 한 작업의 일환인 건축에서의 용례

62) �史記� ｢天官書｣에는 화성의 운행에 의한 군사의 승패 문제, 그리고 토성의 운행에 의해 

군주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근심이나 수해 지진의 암시, 등등의 曜들과 련한 성술 

분야의 논의가 비교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其(熒惑)行東西南北疾也, 兵各聚其下. 

用戰, 之勝, 之敗. 熒惑, 從太白軍憂, 離之軍卻. ( 략) 其入守犯太微․軒轅․營室, 主

命惡之. 心爲明 , 熒惑廟也. 謹候此. ( 략) (塡星)贏, 爲王不寧. 其縮, 有軍不復. ( 략) 

其失次上二三宿曰贏, 有主命不成, 不乃大水. 失次下二三宿曰縮. ( 략) 木星 土合, 爲內

亂. ( 략) 五星, 色白圜爲喪旱, 赤圜則中不平爲兵. (후략)”

63) “別記云, ‘是王代鍊石築瞻星䑓.’” ※ 여기서의 ‘別記’가 부가 인 기록으로서 말한 것인지, 

혹은 별기라고 하는 기록문서가 있다는 의미인지 아직은 분명하게 단하지 못하겠다. 

일단 자의 의미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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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 사 결정을 해 밤하늘의 행성들이나 특정의 천상에 한 측을 

통해서 어떠한 징후를 통찰하고 견하고자 하는 성술에서의 용례, 이 두 가

지 경우들이 있었음을 확인하 다. 경주 첨성 의 경우, 그것의 기록이 담긴  

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건축이 아닌 성의 목 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단하

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덕왕 지기삼사>조에는 선덕여왕이 행한 몇 가지 

기이한 행 을 소개하고 있다.64)64)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선덕이 지 능

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한 의도65)로65)생각되기까지 한다.

국의 한나라 때에 候臺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곳에 銅 라고 하는 혼천의

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 �동 한기�에서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경주 첨

성 에 해 다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과 단을 하고자 한다.

철 한 이념성과 철학이 내포된 사 의 가 뒤따르는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

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리고 유교국가의 그 특수한 정치․외교․제도의 다방면

인 체계에 한 거의 완벽한 이해에서 출발한 조선이라는 나라와 다르게, 삼

국통일 의 신라에서는 자의 ․공개 으로 星曆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고 

경지의 책력 제작을 한 천문 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신라의 첨성  건설은 그 계획 단계에서, 재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 에, 이른바 ‘약 8척 크기 둥근 몸체의 황도  도수측정기구[度]’인 ‘동

의’와 같은, 실제 인 천문 측기구를 올릴 계획으로 시작된 국가 로젝트 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66)66)첨성 는 당시 설비 기술력이나 기타의 사

64) 한국사DB(http://db.history.go.kr)에 그 원문과 번역문이 상세하다.

65) 서 석, 2017 ｢천문 로서의 첨성  이설에 한 재론｣ �한국고 사연구� 86, 183면 참고.

66) 장활식은 ｢첨성  옛 기록의 분석｣(2012 �新羅文化� 39, 148면)에서 <瞻星臺>라는 제목

의 다음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璣衡齊政‘舜禹事’, 制作無‘稽’安用哉? 敢 神器付晨牝, 

(후략)”(�佔畢齋集� ｢詩集｣ 卷2) 이 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璇璣(선기옥형)가 政을 

가지런하게 함은 舜․禹가 일삼았던 일인데, 제작함에 稽 할 것[稽] 없는데(즉, 맞는 것

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 을까나? 신묘한 기물을 담하게 거느림이 새벽을 알리는 암

탉[晨牝]에게 부여되었으니 (후략)” 이는 즉 金宗直(1431~1492)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혼천의(璇璣玉衡)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은 없고 석탑처럼 臺만 놓인 쓸모없는 상태가 

비정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와 같이 해석하고 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시에서 언 한 “舜禹事” 즉, ‘순과 우가 일삼았던 일’이란, 고  유교 경 인 �서경�의 

｢堯典｣과 ｢舜典｣ 의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요 ｣에는 특히 요임 이 책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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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처음의 목표 로 완성되지 못하 거나, 혹은 동의를 이미 설치하 으나 어

느 시기인가 그 동의만 사라졌을 가능성 한 상상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銅 

제품은 金․銀 보다는 못해도 그 자체가 귀한 물이다. 신라 멸망 후 수차례 

있었을 한반도의 혼란기에, 그것도 이후 왕조의 도성과 멀리 떨어진 야지에 방치

되어 있었을, 그 맥수지탄 망국의 값비싼 거  기물이 제 로 보존되었을 리 만

무할 것이다. 혹은 어쩌면 그것은, 동의 제작 단계에서 그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

던 당조의 조 부재로 석축의 후 까지만 완성한 미완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

천체 측 의기인 혼의 제작은 당시로서는 선진 인 첨단 정  기술을 요하는 

료들인 희․화 가문 사람들(羲伯․羲仲․羲叔과 和伯․和仲․和叔)에게 명하여 황도

 성수분도를 계산해서 정확한 기력(태양력)을 산출하는 한 임무를 각각 업무분

담으로 맡기는 장면이 비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書經� ｢堯典｣ “帝堯 ( 략) 乃

命‘羲和,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分命‘羲仲，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

秩東作. 日中, 星鳥以殷仲春. ( 략)’ 申命羲叔, ‘宅南交, 平秩南訛, 敬致. 日永, 星火以正仲

夏. ( 략)’ 分命和仲, ‘宅西, 曰昧谷. 寅餞納日, 平秩西成. 宵中, 星虛以殷仲秋. ( 략)’ 申

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 星昴以正仲冬.’” ※ 이에 한 해석문과 세부

인 논의는, 서정화, 2017 앞의 논문(�春秋� 王曆③), 173-175면 참고). 그리고 ｢순 ｣에도 

“선기옥형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七政(일월오성)을 가지런하게 한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舜典｣)라는 이 있다. 요․순 두 임 이 소  왕노릇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요한 첫 번째 책무로서 선기옥형을 가지고 ‘정확한 기력 제작’을 말한 일은, 농

업국가에서의 당연한 인식이다. 아울러  시에서 ‘상고하다’라는 의미로서 ‘稽’자를 선택

하여 썼던 의도 한, ｢요 ｣과 ｢순 ｣ 등 부분의 虞書 첫 문구에 그것이 들어갔기 때

문이다.(“曰若‘稽’古帝堯”(｢堯典｣); “曰若‘稽’古帝舜”(舜典)) 한편, �동국여지승람�에서 

‘그것(첨성 )을 가지고 천문을 측하 다.’라는 표 으로, “以候天文”을 기록하고 있는

데(�新增東國輿地勝覽 箋� 卷21, ｢慶尙道/慶州府｣ <古跡> “瞻星臺──( 략) 上方下圓. 

( 략)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 ※ 원 자료 출처 : 한국고 종합DB), 이는 

조선시  사람들이 첨성 를 ‘候를 하는 도구’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候’는 이 경우 

동사로서 쓰인 것이며, ‘24 기 72후’에서의 候를 말함이다. 24 기보다 더욱 세 하게 등

분한 것이 72후이다. 이 節과 候, 즉 후는 오직 황도  부근 별의 分度와 태양의 운행

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언 한 ‘星’자가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말함인지, 혹은 북극성이나, 혹은 28수  행성들(曜)만을 특정하여 말하는 것인지 구분

하여 단할 필요가 있다. 국에서 이 ‘황도  심의 기력의 상용화’(한무제의 태

력)와, ‘일월  오행성 운행을 가지고 길흉을 단하는 성술  그것들의 운행에 한 

기록의 존재’(사마천의 �사기� ｢書｣)는, 동일한 궤  안에 있는 것이다(漢代의 발 된 節

氣曆 체계  歲星紀年을 포함한 星曆 등에 한 논의는, 서정화, 2018 ｢漢代 이 에 형

성된 天體曆 紀年 원리 고찰의 필요성에 한 論｣ �동양고 연구� 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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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축 된 노하우가 크게 좌우한다.67)67)그 기

술력과 그것을 사용할  아는 기술자의 입 없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사업

이 결코 아닌 것이다. 더구나 그것으로 ‘인간사의 모든 비 에 근할 수 있는’ 

星曆이라고 하는 1년치 언서를 직  자체생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단

한 기물의 입 계획은 결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첨성 에 사람이 그 로 올라서서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사

실상 없다는 에서, 설령  에 어떠한 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것

은 단순히 ‘잘 구 된 모형’으로 일종의 보여주기 식의 시용 구조물이었을 가

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선덕여왕 자신이 기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노력들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선덕이 어째서 ‘기이한’ 능력에 집착하 는지는, 그녀가 삼국을 모두 

통틀어도 이 에 경험한 이 없었던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왕이었다는 사실과, 

 그 여성 군주라는 이유로 내외 인 크고 작은 이 상존하고 있던 것은 아

니었을지 하는 추정을 통해서 가늠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女’根谷이라는 곳에 

‘ 병이 숨어들었음’을 다 하게 알려주었던 ‘靈’‘廟’寺 玉門‘池’ 개구리들의 ‘요란

스런 울음소리’라고 하는 이 暗喩化된 史話 속에서도 노출된다.

“선덕왕 지기삼사”와 같은, 여왕이 범상치 않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

야기는 다음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당시 신라에는 주요 우방국으로 발

하고 있던 국으로부터 직․간 인 루트를 통해 성력이 수입되었던 듯하다. 

그 다면 그것의 명석한 풀이를 담하는 (曆官이나 고  국의 太史令 같은 

특수 문성을 갖춘) 측근의 존재도 상할 수 있다. 唐代에는 開元 연간(713~ 

741(玄宗代))에, 그간에 축 되어 온 천문․역법․ 서 정보를 모두 아우른 ‘占

67) 규표와 같은 것은 문가의 리한 시선으로 거의 완벽하게 구 해 낼 수 있겠지만, 혼천

의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극 인 유입이나 축 되어 온 노하우 없이 스 치한 것이나 

한번 보고 온 것만으로 그 정 성을 담아 같이 복제해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天이 球의 형태라는 개념’이 성립된 상태에서 만들

어진 소산으로, 그것의 제작은 특히 ‘渾天說’에 입각한 우주에 한 이해가 우선되는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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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이라고 하는 방 한 종합 문서 (�唐開元占經�)이, 최 의  국가 로젝트

로서 편찬된 시기이기도 하다. ｢紀異｣편에 채록된, 선덕여왕이 정부 주요 부서에

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견하 다는 말은,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성력의 

풀이를 맡고 있는 자의 보좌로 가능하 을 것이다. 그러한 천문 성 분야 문

가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왕이 이 분야에 지 한 심이 있었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덕이 일반 책력은 물론 성력까지 당나라에서의 수입

을 통하지 않고 직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 하고 오묘한 천체 측 기

구’가 구비된 천문 측 를 직  만들어 보고자 시도하 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 

천문 성 분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그 어떤 실함이 있었을 

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일이다.

4. 결어

지 까지 첨성 의 존재 의미와 용도에 해 고찰하여 보았다. 우선, 첨성 라

고 하는 그 문자  의미에서 살펴본 결과, ‘별을 바라보기’[瞻星]는 기본 으로 

나라의 사를 결정하거나 단할 때 占卜 행 의 일환으로서 성술의 개념 

안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 경우의 ‘星’은 황도 에서 측

되는 행성(曜)  28수가 된다.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

게 쌓아 만든 축 나 를 말하는 ‘臺’의 문자  의미에서, 경주 첨성 는 ‘올

려놓을’ 용도로 만든 것임을 그 실물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올려놓

을 그 물건은 혼천의 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당시의 신라에서 그것을 

자체 생산하 을 가능성은 없다.

고 을 통해 볼 경우 최 의 첨성  기록은 국 후한의 제1  황제 무제가 

축조한 것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도 첨성 의 기록이 존재하지만 

무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 비록 그 기는 해도 특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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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첨성 의 경우는 그 건립의 사상 ․문화  의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존재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볼 경우 그 역사  의의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다. 그것은 바로 약소국으로서 강 국에게 朝․覲禮를 올리는 하  국가가 아닌, 

당당한 聖王으로서의 제왕이 군림하는 나라라고 하는 자존감을 드러내고자 한 

노력이다. 한편, 경주의 첨성 는 그와 같은 직 인 기록은 없어도 다른 기록

들을 통해 그 축조 목 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필자는 경주 첨성 를 신라 최 의 여성 왕 선덕이 자신의 정 들에게 가시

으로 보여 , 군주로서의 엄을 드러내기 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단하

고, 그에 따라 첨성 의 그 드높은 方形의 머리 에 모형 혼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추정하여 보았다. 두 곳의 첨성 를 비교한다면, 평양 

첨성 의 경우 성왕으로서의 능력과 제왕 제도를 이 땅에 실 시키고자 한 간

한 소망의 결과물이며, 경주의 그것은 첨성을 통한 지 능력에 한 소망의 결

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경주 첨성 는 천하고자 한 뜻을 가지고 만들었지

만 실제 인 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용 축조물이었으며, 비록 그 기는 하

나, 그 미완의 가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왕권과 최고 통치자로서의 무소불능

을 꿈꾼 선덕의 간 함’이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른바 옛 사람들은 日月과 星辰을 가지고 그 운행에 

한 정 한 계산 값으로써, 사계 (日․月․宿로 가늠)과 1년의 연도(日․月․

木(歲)․宿로 가늠)에 한 정확한 산술 기 을 잡아서 節候(24 기․72후)를 

확인하는 데에 힘을 기울 다. 그것은 바로 五穀으로 표되는 농업의 생산량 

증   麻(식물성 섬유)․絲(동물성 섬유)로 표되는 의복의 생산량 증가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요한 衣食 분야에서의 산업  이익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와 같은 자료들은 �서경� � 자� �묵자� �산해경� �열자� 등등 여러 기

록들 속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며, 진․한  이후로는 도가 잡가 법가류는 물론, 

유가 사서  算書類까지 다방면에서의 더욱더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확인된다. 

일월성신을 매개로 진행된 천문․역법․ 성의 융합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학문 제도 등등으로 얼마나 범 한 분야에 녹아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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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첨성 라는 기록을 남긴 평양과 경주의 유 은, 바로 그와 같은 동양 

통문화의 큰 기로부터 말엽과 열매로까지 이어진, 문화  흐름과 에서

의 낱낱의 과정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瞻星臺, 渾天 , 圭表, 天文, 占星, 善德女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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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ruction of 

Cheomseongdae(瞻星臺)

- Through the Analysis into the Oriental Lǐ(禮) Culture and Relevant 

Records in the Classics -

68)

Seo, Jeong-Hwa *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for a long time over whether Cheomseongdae(瞻星臺, 

Zhānxīngtái) in Gyeongju built in Silla(新羅) Dynasty was an observatory or not. In this 

paper,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Cheomseongdae were examined through its aspect 

of lǐ(禮 : ruling, diplomatic and military norms expressed in ritual acts in oriental 

traditions) culture to realize Confucian wángdào(王道 : politics based on benevolence 

and virtues, and the political ideology regarded as ideal by Confucianism) and, in 

addition, through examples in the classics and ideographic aspect.

The name, Cheomseong(瞻星), meaning 'looking at stars', is basically a part of 

divination to determine or judge a serious matter of a nation, and discussed in the 

concept of astrology.

Cheomseongdae(瞻星臺) in Pyeongyang was the internal and external manifestation of 

self-esteem as a nation reigned over by a king as a ruller of majestic shèng(聖 : a 

supreme ruller with both wisdom and virtues), not as a nation of a lower rank serving 

cháo-jìn-lǐ(朝․覲禮 : a political and diplomatic ritual practiced i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a king and a vassal) as a weak nation to a powerful nation. Based on 

which, the era of its construction seems to be able to be estimated. On the other hand, 

Cheomseongdae in Gyeongju is judged to have been built by the first queen of Silla, 

Queen Seondeok, as a tool for her to tangibly show her dignity as a queen to her 

political rivals. In addition, grounded on the fact that there was little chance of Silla 

producing a húntiānyí(渾天  : a precise apparatus measuring the movements and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DongBang Culture University.



108·한국문화 86

locations of the sun, the moon and five stars) by itself at that time, the following 

assumption has been made. Cheomseongdae in Gyeongju seems to have been an 

unfinished project to which a húntiānyí(渾天 ) model was installed on ‘the high, 

square-shaped head’(臺) ‘looking at stars’(瞻星), or to which it wasn't equipped yet.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Cheomseongdae in Gyeongju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sky(天), but actual observation of the sky wasn’t made with it, so it 

was ‘a kind of structure for display showing Queen Seondeok’s earnest wish who 

dreamed of strong sovereign power and omnipotence as a supreme ruller.

Key Words : Cheomseongdae(瞻星臺), húntiānyí(渾天 ), guībiǎo(圭表), astronomy(天

文), astrology(占星), Queen Seondeok(善德女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