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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has constructed online database of the
Korean Astronomical Almanac as a par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Business Project
2009’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roughout this project, KASI provides
both digitized images and extracted text from the almanac covering approximately 240 year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rve as a reference for users of the almanac database. Hence, we
introduce the calendar history and kinds of the astronomical almanac used in Korea, and explain
the contents of the almanacs according to its appearance time. We also briefly mention the steps
employed in constructing the database system and Web site. Since ancient times, astronomical
almanacs have been an essential part of daily life. We, therefore, believe that the astronomical
almanac database constructed by KASI will prove its usefulness in various fields, and particularly
in the study of historical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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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서(曆書)란 천문역법(天文曆法) 계산을 통해 국가의
표준이 되는 날짜(초하루, 명절, 절기 등)와 국민생활
의 기본이 되는 시각(일출·몰, 월출·몰, 박명 등) 등의
자료를 수록한 책으로 일명 책력(冊曆)이라고도 한다.
역서에 수록된 자료의 종류나 내용은 시대에 따라 그
리고 사용한 역법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특히 날짜의
경우 역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1896년에 태양력(이하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채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는전통적으로태음력에태양의운동을반영한태음태

양력(이하 음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날짜를
현재역법의날짜로동정하기위해서는당시에사용한

역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시 역법들의 내용뿐만아니
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반면 역서에는 당시 역법에 의한 역일의 자료가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역법들의 내용이나 사용 기간

에 대한 별도의 연구 없이도 과거 역일 동정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역서의 자료들은 역법 계산의 검증 자
료(예, Lee et al., 2010)나 고천문학관련 연구(예, 최고
은, 2009)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역
서들에대한데이터베이스는여러분야에서매우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에서는 지식경제부에
서주관하고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와한국정보화진
흥원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의 일환으로 역서의 디지털 이미지와 문자 자료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천
문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0012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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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
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
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
하여 정보자원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지
원하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천문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향후 연구들의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한국의역법연혁과시대별역서의변천에대해서간단
히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역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
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시대별 역서에 포
함된역관련자료들의내용에대해자세히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 한국의 역법과 역서

2.1. 역법 연혁

역법은 인류문명과 함께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천문
지식의 발달, 관측 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역사상
많은 역법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과거
2000년동안에약수십여개의역법들이행용되었다(이
은성, 1978a).

한국의 역법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먼저 백제의 경우,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송(宋)나라의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72년에 출토된 무령왕릉 묘지석에 새겨
져 있는 일자(日字)는 원가력의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大谷光男, 1973; 이은성, 1984). 반
면최근김일권(2007)은원가력이아닌대명력(大明曆)
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
에 의하면 대명력에 의한 역일 계산도 묘지석의 일진

과 일치하고 있다.

전상운(1994)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무인력(戊
寅曆)을 신라(통일신라)에서는 인덕력(麟德曆), 대연
력(大衍曆), 선명력(宣明曆)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고려초에는 신라의 선명력을 이어서 사용하
다가 충선왕 재임(1308년 – 1313년)부터 원(元)의 곽
수경(郭守敬) 등이 만든 수시력(授時曆)을 사용하였으
며(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공민왕 19년(1370)부터는 대통력(大統曆)을 사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이면우, 1988; 이용복, 1997; Lee et
al., 2010 참조).

조선 초기에는 대통력을 사용하였고 세종

26년(1444)에는 각각 대통력과 회회력을 바탕으

로한 칠정산내·외편을 편찬하였다(이기원, 2008). 그
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청(靑)의 시헌력(時憲曆)
은 효종 5년(1654)부터 1896년에 그레고리력을 채택

표 1. 시대별 한국의 역법 및 역서

시 대 기 간 역 법 역 서

삼국 백제 원가력 –

고구려 무인력 –

신라 인덕력, 대연력, 선명력 –

고려 918 – 충선왕 재임전 선명력 –

충선왕 재임 – 1369 수시력 –

1370 – 1392 대통력 –

조선 1392 – 1653 대통력(칠정산내편) 대통력

1654 – 1666 시헌력 시헌력

1667 – 1669 대통력(칠정산내편) 대통력

1670 – 1895 시헌력 시헌력(서)

1896 – 1897 시헌력/그레고리력 시헌력/력

일제 1898 – 1908 시헌력/그레고리력 명시력/력

강점 1909 – 1910 그레고리력 력

1911 – 1937 그레고리력 조선민력

1937 – 1945 그레고리력 약력

대한 1946 – 1975 그레고리력 역서 I

민국 1976 – 현재 그레고리력 역서 II

하기 전까지 – 현종 8년(1667)에서 10년(1669)은 제외
– 사용되었다. 표 1은 한국에서의 역법 연혁과 역서의
변천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2. 역서의 변천

앞서살펴본것처럼삼국시대와고려시대에사용한역
법은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사용했던 역
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역서
데이터베이스구축에사용된조선시대이후기간에있
어서의 역서 변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대통력시대

조선은 개국 초에 명(明)의 대통력을 사용하다가 세

종 26년(1444)에는 칠정산내편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당시의 모든 역서의 권두서명은 ‘대통력(大
統曆)’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역서는 경진년(1580) 대통력으로 현재 국립민속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김종태, 2002). 이 시기의 역서
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양반가

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임영란, 강순애, 2005; 정성희, 2008 참조). Lee
et al.(2010)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대통력 역서가 목록
화되어 있다.

시헌력시대

권두서명이 ‘시헌력(時憲曆)’과 ‘시헌서(時憲書)’인 두
가지 종류의 역서가 있다. 이는 청나라 고종의 이름인
홍력(弘曆)의 ‘역(曆)’을 피휘(避諱)하여 ‘서(書)’로 바
꾼것으로 1733년에서 1895년까지적용되었다(이은희,
1997). 현존하는 시헌력은 비록 표제명은 같을지라도
역법의 내용은 여러 차례 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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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의 상위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에
기술되어있다. 현존하는 시헌력은 대통력과 달리 개
인 뿐만아니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
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 Lee et al.(2008)에는 연도별 시헌력의 국내 소장
처가 목록화되어 있다.

명시력시대

고종 34년(1897)에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
를 광무(光武)로 하면서 1898년의 역서부터는 권두서
명도 ‘명시력(明時曆)’으로 바꾸었다. 그해 11월 30일
조선왕조실록1의기록에의하면대신들이역서의이름

을 ‘명시(明時)’와 ‘일원(一元)’으로 의정(議定)함에 따
라 고종이 ‘명시’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설명할 역시대
의 역서가 양력을 기반으로 한 반면, 명시력은 시헌력
과 마찬가지로 음력을 기반으로한 역서이다.

역시대

1896년부터 양력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한

‘력(曆)’이라는이름의또다른역서가간행되었다2. 즉
처음 2년(1896, 1897)은시헌력과함께,이후 11년(1898
– 1908)은 명시력과 함께 발간되었다.

조선민력시대

1910년에일본이조선을강제병합함에따라역서는조
선총독부관측소에서 ‘조선민력(朝鮮民曆)’이라는이름
으로 간행되었다. 1912년부터는 표준자오선을 동경

127도 30분에서 동경 135도로 변경하여(조선총독부관
보, 제367호) 일본과의 시차를 없앴으나 역서에서는

1913년부터 적용하였다(최고은, 2009). 또한, 1912년
역서 월력요항표(4.1.1절 참조)에는 ‘윤표(閏表)’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윤달을 넣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

나, 1913년부터는 한글 조사(助詞)를 사용하여 역서에
게재된시각의기준위치들을기술한 ‘설명(設明)’이라
는 항목으로 대치되었다.

약력시대

일본이우리민족의문화를말살하려는정책을시행하

던 무렵인 1937년에서 1945년까지는 ‘약력(略曆)’이라
는이름으로발간하였다. 1940년약력부터는음력일을
없앴다. 그리고월력요항표에조사를한글과일본어로
병용해사용해오던것을 1943년부터는일본어만사용
하였다.

1 http://sillok.history.go.kr.
2 본 논문에서는 역시대 역서를 ‘력’으로 표기함.

역서시대 I

해방이후에는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역서 편찬의 임무
를 담당하였으며, 1949년에 약력이라는 표제명을 사용
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 ‘역서’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 있다. 당시 역서 편찬 기관의 특성상 이 시대
역서에는 기상관련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역서시대 II

1974년에 국립천문대가 발족함에 따라 1976년 역서부
터는 천문관련 기관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재는 천문연이 국가 역서의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천문현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시대별 역서의 종류와

특징은 이은성(1985)의 책에 전반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대통력과 시헌력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은
희(1997)의 논문, 명시력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는
안영숙(1997)의논문에상세히연구되어있다. 비록시
대에따라명칭이나내용은변해왔지만앞서설명한역

서들은기본적으로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을위한것
이고, 이와는 별도로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역서들
도 있었다.

그 밖에 역관련 도서

내용삼력내용삼력이란조선시대에왕실진상(進上)
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역서로, 언제부터 발간하기 시
작하여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
만현존하는최고본과최신본은각각 1752년과 1908년
의 내용삼서/력(內用三書/曆)이다(이은희, 1997). 반
면, 승정원일기에는 내용삼력에 관한 기록이 영조 원
년(1724)과 4년(1728)에나온다. 그러므로원래는내용
삼력이었지만 시헌력이 ‘력’자를 피휘하여 시헌서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후에 내용삼서로 바뀐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최소한 1724년부터는 내용삼력이 발간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백중력·천세력·만세력 앞서 언급한 역서들은 한 해
의 역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장기
간에걸친간략한역자료를수록한역서들도간행하였

다. 대표적인 예가 백중력(百中曆)과 천세력(千歲曆;
1904년에는 만세력(萬歲曆)으로 개칭됨)으로, 홍재전
서(민족문화추진회, 1998)에 의하면 전자는 과거의 역
일 자료를 후자는 미래의 역일 자료를 추산한 것이다.
현존하는 백중력, 천체력, 만세력 등의 종류, 소장처,
수록된 시기, 간행 연도 등은 허윤섭(2000) 논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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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38년도 일용편람(개인소장).

세히 정리되어 있다.

일용편람일용편람(日用便覽)은역일부(曆日部),기
상부(氣象部), 지리부(地理部)및잡부(雜部)로구성된
소형책자형태이다. 역일부에는매일의요일,간지,일
출·입시각,일남중시각,월출·입시각,월남중시각,낮의
길이, 월령, 태양의 적경·적위, 항성시, 시차 등이 기록
되어 있어, 최초의 근대 역서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
조). 1908년 12월에 농상공부관측소에서 1909년 일용
편람을 처음 편찬하기 시작하여(천문대, 1996) 1945년
까지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발간하였다(전영신, 2002).
최근 최고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일용편람의 역
일자료는당시에발행되던조선민력이나약력의시각

자료와 같다. 다만 일용편람에는 태양의 적경·적위, 항
성시 등의 자료가 추가되어 있다. 이번 역서 데이터베
이스화사업에서이자료들은포함되어있지않지만일

용편람은 개인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기상청 등
에 소장되어 있다.

3. 역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천문연의 역서 데이터베이스에는 백중력이나 천세력

등을포함하여 1607년에서 2010년사이의 244년치의역
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역서를 제외하고
는디지털이미지뿐만아니라이미지에서추출한문자

도제공함으로서역서내용에대한검색이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천 자료의 처리에서 웹구현의
단계까지의 역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

히 기술하고자 한다.

3.1. 원천 자료처리

먼저원천자료인매년의역서를 300 dpi해상도로스캔
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를 수작업을 통해 보정 작
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에 포함된 역
서의 내용은 자동 문자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
자를 추출하였으며, 원본 이미지에서 마멸자나 인식되

그림 2. 역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

지 않은 문자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통해 입력하였다.
이 수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 정도에 따라 대체로 3번
의 확인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출한 문자는 역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역

서(1945년 이전 역서를 통칭함)의 경우 ‘txt’ 파일로
만들고, 반면 현대역서(1954년 이후 역서를 통침함)는
‘html’ 파일로 만들어 이미지와 함께 대용량 저장장치
에독립적으로저장하였다. 이렇게독립적으로저장된
이미지와 문자 자료를 서로 동기화하기위해 메타데이

터를 구축하였다. 역서의 메타데이터는 연도, 제목, 서
지정보등으로구성된 20여개의항목들로구성되어있
어 이미지와 문자 자료를 서로 연계시켜주고 있다. 또
한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는 MS SQL
2003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테이블을구성한후 DB
서버에 저장하였다(그림 2 참조).

3.2. 역서 자료의 웹구현
기 구축한 역서 자료를 웹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어플
리케이션서버를구성하였다. 어플리케이션서버의경
우 OS(Operating System)는 Windows 2003을, 웹서비
스는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를, 프로그램은
‘.NET’ 기반의 ‘C#’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이상에
서 설명한 역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
다. 즉 연구원 내부에는 대용량 저장장치, 데이터베이
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구축되어 있으며, 학술
기관이나웹사용자등과같은외부이용자는연구원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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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문연에서 제공하는 역서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화면.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연구원 웹서버는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과 같은
연계시스템들과도 연동되어 있어 외부 이용자들이 연

구원 웹서버가 아닌 이러한 연계시스템에 접속하여서
도사용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일례로국가지식
포털사이트(https://www.knowledge.go.kr/)에도역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현재 역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천문지식정보 홈페이지(http://astro.kasi.re.kr/)의 메
인 화면이다.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의 상단 메
뉴에는 ‘역서’, ‘생활천문관’, ‘천문학습관’, ‘천문참여
관’이 있으며, 그 중 ‘역서’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의
역서 데이터베이스의 메인 화면을 볼 수 있다. 이 메
인화면은좌측열에역서목록이연도별로분류되어있

다. 1601년부터 1900년까지는 100년 단위로, 1901년부
터 2010년까지는 10년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본화면에는 2장에서소개한한국역서변천에관한내
용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역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역서에 대해서는 서지정

보,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해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4는 1830년 시헌서에 대한 웹페이지 화면
이다. 좌측열에는 1830년 시헌서 전체의 목록이 나열
되어 있다. 메인화면 상단에는 ‘서지정보’, ‘원문텍스
트’, ‘원문이미지’, ‘해제정보’의 메뉴가 있고 오른쪽 끝
에는 이 역서의 첫장 아이콘 이미지가 있다. 서지정보
는 서명, 표지제, 간행년, 임금재위년, 권두서명, 발행
기관, 크기, 기술언어의 항목이 있다. 원문이미지는 각

그림 4. 1830년 시헌서 웹페이지의 초기 화면.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미지의 확대, 축소, 회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원문텍스트는 원
문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의 문자 자료를 제공한다.

3.3. 역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표 2는 이번 역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에 포함된 역
서를 요약한 것이다. 대통력은 1653년까지 사용되었
다가 1667년에서 1669년(3년)까지 다시 사용되었는데,
표에나타내었듯이현재는 9년치의자료만데이터베이
스화되어있다. 참고로데이터베이스에포함된 1667년
의 역서는 시헌력이다(Lee et al., 2010 참조). 그리고
1600년대후반에서 1800년초사이의역서들은결본이
많은반면 1835년이후의역서는모두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역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세한 사항
은 부록에 나타내었다. 부록 A는 역서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 목록으로 주석란의 a, b는 역서의 어떤 항목

이 두 면에 걸쳐 나타날 때 각각 앞, 뒷부분을 의미한
다. 그리고 부록 B는 결본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4. 시대별 역서의 내용

이 장에서는 시대별 역서에 수록된 내용들에 대해 기

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글로 발간되
기 이전(즉, 역서시대 이전)의 역서로 한정하고자 한
다. 아울러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역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는 시헌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먼

저 1830년 시헌력을 예로 역서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한후다른시대의역서들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또
한시헌력은일찍이서방세계에소개된역서이기도하

다(Courant, 1894; 이희재, 1994; Editoral Department,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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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역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역서명 기 간 역서 건수 비 고

대통력 1607 – 1629 7

시헌력 1667 1

대통력 1668 – 1669 2

시헌력/시헌서 1728 – 1897 121

내용삼력/내용삼서 1895 – 1897 3

명시력 1898 – 1908 11

력 1903 – 1906 3

조선민력 1911 – 1936 26

약력 1937 – 1945 9

역서 1946 – 2010 65

기타 1804, 1910 2 중국 역서
총 합 1607 – 1920 251 7년 중복

백중력 1653 – 1752 1

1693 – 1792 1

1703 – 1802 1

천세력 1900 – 1952 1 (필사본)

만세력 1777 – 2006 1

1900 – 1952 1

1900 – 21001 1
1 한국천문연구원 자료 제공의 만세력.

그림 5. 도광(道光) 10년(1830) 시헌서의 월력요항표.

4.1. 시헌력/시헌서

시헌력은 크게 권두서명으로 시작하는 ‘월력요항표’,
‘연신방위도’, ‘월별역일표’,그리고상길일(上吉日),출
유일(出遊日), 오성수택(五姓修宅), 제작자 등이 기록
된 ‘부록’의네부분으로나눌수있으며3,각부분에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월력요항표

그림 5는 1830년도시헌서의월력요항표4이다. 그림의
맨 오른쪽 칸은 권두서명으로 큰 활자체로 당시 중국
의 국호[(대)청], 연호[도광] 및 간지기년법에 의한 연

3 본 논문에서 편의상 분류한 구분임을 밝혀둔다.
4 본 논문에서는 각 달의 대·소, 24절기의 입기일 및 입기시각 등

을 기록한 표를 월력요항표라고 칭하기로 한다.

그림 6. 도광 10년(1830) 시헌서의 연신방위도표.

도[10년], 세차5[경인], 그리고 역서의 이름[시헌서]이
적혀있다(즉, 大淸道光十年歲次庚寅時憲書). 국호와
연호는 시대별로 달랐으며, 역서명도 1735년 이전에는
‘시헌력’으로 하였다. 특히, 1895년부터는 우리의 국호
와연호를사용하였으며또한 1896년부터는국호와연
호뿐만 아니라 역서명도 다시 시헌력으로 바꾸었다.

권두서명에이어두번째열부터는각월의대·소,음
력 초하루 일진, 24기(氣) 중 그 달에 속하는 절기(節
氣)와 중기(中氣)의 입기일 및 입기시각이 두 면에 걸
쳐 게재되어 있다. 대통력법과 시헌력법과의 가장 중
요한 차이 중 하나는 절기를 정하는 방법으로 대통력

법에서는 태양의 평균 운행에 근거한 평기법(平氣法)
을, 시헌력법에서는 실제 운행에 근거한 정기법(定氣
法)을 채택하고 있다. 정기법의 경우 한달에 3개의 절
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 1775년의 경우 동
지(冬至), 소한(少寒), 대한(大寒)이 11월에 들어 있다.

그림 5에서왼쪽맨마지막칸에는(음력) 1년의총일
수가 적혀 있는데, 1830년의 경우 윤달(윤4월)이 있어
서 총 일수는 384일이다.

4.1.2. 연신방위도

월력요항표에 이어서 두 면에 걸쳐 24방위(표 3 참조)
중그해의신(神)들이드는방위를그린연신방위도6가

있다. 먼저 맨 오른쪽 칸에는 굵은 글씨로 ‘太歲在庚寅
歲德在庚合在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태세(太歲)
의 신은 인(寅), 세덕(歲德)의 신은 경(庚), 세덕합(歲
德合)의 신은 을(乙)의 방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논문에서는연신방위의미신적의미는생략하고다

5 연, 월, 일에 붙이는 60간지를 각각 세차(歲次), 월건(月建), 일

진(日辰)이라고 한다(한국천문연구원, 2009).
6 역서에는 ‘연신방위지도(年神方位之圖)’ 로 되어 있으나 본 논

문에서는 ‘연신방위도’로 통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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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4방위와 현대 8방위와의 비교

(과거)24방위 자(子) 계(癸) 축(丑) 간(艮) 인(寅) 갑(甲) 묘(卯) 을(乙) 진(辰) 손(巽) 사(巳) 병(丙)

(현재) 8방위 북(N) 북동(NE) 동(E) 남동(SE)

(과거)24방위 오(午) 정(丁) 미(未) 곤(坤) 신(申) 경(庚) 유(酉) 신(辛) 술(戌) 건(乾) 해(亥) 임(壬)

(현재) 8방위 남(S) 남서(SW) 서(W) 북서(NW)
1 지지의 ‘신(申)’과 천간의 ‘신(辛)’을 구별하기위해 후자는 이탤랙체로 표기.

표 4. 세차에 따른 납음오행(이은성, 1985)

세차 오행 세차 오행 세차 오행 세차 오행 세차 오행

갑자, 을축 금 병인, 정묘 화 무진, 기사 목 경오, 신미 토 임신, 계유 금

갑술, 을해 화 병자, 정축 수 무인, 기묘 토 경진, 신사 금 임오, 계미 토

갑신, 을유 수 병술, 정해 토 무자, 기축 화 경인, 신묘 목 임진, 계사 수

갑오, 을미 금 병신, 정유 화 무술, 기해 목 경자, 신축 토 임인, 계묘 금

갑진, 을사 화 병오, 정미 수 무신, 기유 토 경술, 신해 금 임자, 계축 목

갑인, 을묘 수 병진, 정사 토 무오, 기미 화 경신, 신유 목 임술, 계해 수

표 5. 연신방위도에서 세차 지명(支名)에 따른 신들의 배치법(이은성, 1978a)

세차 지명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비고

지(枝) 수 수 토 목 목 토 화 화 토 금 금 토

(방 위) ← 북 → ← 동 → ← 남 → ← 서 →
태세(太歲)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세차 지명에 위치

태음(太陰) 유 술 해 자 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태세 2지진(辰) 뒤

대장군(大將軍) ← 유 → ← 자 → ← 묘 → ← 오 → 각각에 3년씩 머뭄

주서(奏書) ← 건 → ← 간 → ← 손 → ← 곤 → 태세 반시계방향 첫번째 사각모퉁이

박사(博士) ← 손 → ← 곤 → ← 건 → ← 간 → 주서와 충의 위치

역사(力士) ← 간 → ← 손 → ← 곤 → ← 건 → 태세 시계방향 첫번째 사각모퉁이

잠실(蠶室) ← 곤 → ← 건 → ← 간 → ← 손 → 역사와 충의 위치

잠관(蠶官) ← 미 → ← 술 → ← 축 → ← 진 → 2년씩 머무름

잠명(蠶命) ← 신 → ← 해 → ← 인 → ← 사 → 3년씩 머무름

세형(歲刑) 해 묘 술 사 자 진 신 오 축 인 유 미

세파(歲破),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태세와 충의 위치

대모(大耗)

소모(小耗),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태세 5지진 앞

사부(死符),

축관(畜官),

세지덕(歲枝德)

관부(官符)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태세 4지진 앞

상문(喪門)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태세 2지진 앞

조객(吊客)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태세 2시진 뒤

황번(ˆ幡)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표미(豹尾)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황번과 충의 위치

비렴(飛廉) 축 신 유 술 사 오 미 인 묘 진 해 자

오귀(五鬼)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자를 진방위로 역행

병부(病符)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태세 1지진 뒤

세살(歲殺)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겁살(劫殺) 신 사 인 해 신 사 인 해 신 사 인 해

재살(災殺) 유 오 묘 자 유 오 묘 자 유 오 묘 자 겁살 1지진 뒤

복병(伏兵) 경 병 갑 임 경 병 갑 임 경 병 갑 임

대화(大禍) 신 정 을 계 신 정 을 계 신 정 을 계

백호(白虎)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태세 4지진 뒤

대살(大殺) 묘 자 유 오 묘 자 유 오 묘 자 유 오 4년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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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신방위도상에서 세차 간명(干名)에 따른 신들의 배치법(이은성, 1978a)

세차 간명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비고

간(幹) 목 목 화 화 토 토 금 금 수 수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세덕 갑 경 병 임 무 갑 경 병 임 무

세덕합 기 을 신 정 계 기 을 신 정 계

파패오귀(破敗五鬼) 손 간 곤 묘 오 자 유 건 손 간

금신(金神) 오 진 자 인 신 오 진 자 인 신 여러방위에 위치

미 사 축 묘 진 미 사 축 묘 진

신 오 술 자 신 오 술 자

유 미 해 축 유 미 해 축

신 신

묘 묘

표 7. 매월 천도와 월신의 방위(이은성, 1985)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천도(天道) 남 남서 북 서 북서 동 북 북동 남 동 서 남동

천덕(天德) 정 곤 임 신 건 갑 계 간 병 을 손 경

천덕합(天德合)1 임 정 병 사 무 신 경 을

월염(月厭)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월살(月殺)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월덕(月德) 병 갑 임 경 병 갑 임 경 병 갑 임 경

월합(月合)2 신 기 정 을 신 기 정 을 신 기 정 을

월공(月空) 임 경 병 갑 임 경 병 갑 임 경 병 갑

12차(次) 취자 강루 대량 실침 순수 순화 순미 수성 대화 석목 성기 현호
1 내용삼서의 내용, 2 내용삼서에는 월덕합으로 표기.

만 배치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태세는 한 해의 대표적인 신으로 세차의 지명(支名)
에 따라 위치하여 12년의 주기로 변하고, 세덕과 세덕
합은간명(干名)에따라각각갑·기,경·을,병·신,임·정,
무·계의묶음으로 5년주기로변한다. 1830년도의경우
세차의 지명은 인(寅)이므로 태세는 인(그림 6 참조),
간명은 경(庚)이므로 세덕과 세덕합은 각각 경과 을이
된다.

태세와 세덕 사이에는 작은 글씨로 ‘간금지목(幹金
枝木) 납음속목(納音屬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들은
간(幹), 지(枝), 납음(納音)을 각각 오행(五行)에 배당
한 것으로 보인다. 세차에 따른 납음의 오행은 표 4와
같고, 지(枝)와 간(幹)에 배당된 오행은 각각 표 5와
표 6과 같다(이은성, 1985). 또한 세덕합 밑에는 ‘을경
상의 수조취토(乙庚上宜 修造取土)’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세덕합과 세덕이 위치한 을과 경의 방위가 수리

하고[修], 만들고[造], 흙[土]을 취하기[取]에 좋은 방위
라는 의미이다(이창익, 2005).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세덕과 세덕합은 각각 10간을 강(强), 약(弱)의 순서로
배당한(예로, 1830년의 경우 을[弱], 경[强]이 아닌 경,
을로) 반면, ‘수조취토’의 방위는 10간의 순서대로 기
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맨 아래에는 풍해, 수해 등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득신(得辛)과 용
치수(龍治水)(이은성, 1985)의 일자를 적고 있다. 이들

은 각각 정월의 첫번째 신일(辛日)과 진일(辰日)의 날
짜를 나타낸다. 따라서 1830년의 경우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월 1일(一日)과 2(二)일의 일진이 각각 신
묘(辛卯), 임진(壬辰)이므로 ‘일일득신(一日得辛)이용
치수(二龍治水)’가 된다.

연신방위도의 중앙에는 9성(一白, 二Ñ, 三碧, 四綠,
五ˆ, 六白, 七赤, 八白, 九紫)을 마방진의 원리로 만든
구성도(九星圖)7와 그 주위로 24방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방위에 따른 연신, 길신, 흉신들이 적혀 있
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방위에는 ‘공(空)’으로 표시하
고 있다. 구성도는 9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9년마
다반복되기때문에 1830년연백의구성배치는 1839년
도와 같다. 기본적으로 태세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머
지 신들의 위치는 그에 따라 정해지는데, 표 5는 배치
법을 요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맨 왼쪽 두 칸에는 매년 같은 글귀로 다
음과 같이 적혀 있다(이은성, 1985).

右各神所臨之地惟奏書博士宜向之餘各有

所忌若有破壞須修營者以天德歲德

月德天德合歲德合月德合天恩天赦母倉所

會之辰或各神出遊日倂工修營無妨

7 연,월,일,시(時)에배당된구성도를각각연백(年白),월백(月

白), 일백(日白), 시백(時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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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1830년 시헌서의 역일표: (a) 1월, (b) 윤4월.

(오른쪽 방위도는 각 신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인데 박사와 주서는 마주

향한선신으로서이방향은모든행사에마

땅하다. 천덕, 세덕, 월덕, 천덕합, 세덕합,
월덕합, 천은, 천사, 모창은 모두 길신이고
이 방위의 수리는 무방하며 흉신이라도 놀

러 나갔을 때는 가하다)

4.1.3. 월별역일표

연신방위도다음면에는 1월에서 12월까지매월의역일
자료가 각각 두 면에 걸쳐 실려있다. 맨 오른쪽 상단
에는 큰 글씨로 달의 이름, 대(大)·소(小) 그리고 월건
을 의미하는 ‘건(建)’자와 함께 월건이 적혀 있다. 특
히 1월은 정월(正月)로 표기하는데 1830년 정월은 음
력 29일까지 있는 작은달이며[正月小] 월건은 무인[建
戊寅]이다(그림 7(a) 참조). 하단에는 월백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연백과 마찬가지로 9주기로 돌아 간다.
따라서 정월의 월백은 10월의 월백과 같다. 위에서 언
급한 두 난 사이에는 네칸에 걸쳐 길게 작은 글씨로 다

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다.

• 그달(혹은그전달)의절기일자,일진,입절시각,
천도(天道)의 운행하는 방향: 1830년 1월의 역일
표에는 ‘十一日辛丑未正二刻立春正月節. 天道南
行宜向南行宜修造南方’(11일 신축 미정2각이 정
월의 절기인 입춘이다. 천도는 남쪽으로 운행하
므로남쪽으로 (출)행하는것이좋고[宜],남방(南

方)8으로 수조(修造)9하는 것이 좋다[宜])로 적혀
있다. 월별 천도의 방향은 표 7과 같다.

• 천덕(天德), 월염(月厭) 등의 월신이 위치한[在]
방위와 수조(修造)와 취토(取土)10에 아주 좋

은[上宜] 방위: 월별 월신들이 위치한 방위는

표 7에나타내었으며,수조와취토에좋은방향은
1월부터 병·신·임, 갑·기·경, 병·정·임, 갑·을·경의
순서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1월(또한 5월과 9월)
에 수조와 취토에 좋은 방위는 병·신·임의 세 방
위이다. 반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월염은 11월
을 자로하여 12지가 달의 역순으로 배당되어 있
으며, 월살은 축, 술, 미, 진의, 월덕은 병, 갑, 임,
경의, 월합은 신, 기, 정, 을의, 월공은 임, 경, 병,
갑의 순으로 1월부터 반복적으로 배당되어 있다.

• 절기: 시월야(是月也: 이달은)로 시작하여 매월
6개의 후(候)를 적고 있는데, 연중 절후는 표 8과
같다. 각 절후에 대한 해석은 유경로 등(1973)이
국역한 칠정산내편에도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
는 생략한다.

• 태양이 12차(次)에 드는 시각과 용시(用時)11의
방향: 적도 12차 중에서 그 달에 태양이 드는

차(次), 날짜, 일진, 그리고 시각이 적혀 있는데,
월별 12차는표 7과같다(또한유경로등, 1973참
조). 1830년 시헌서에 의하면 1월에는 26일 병진
사정 3각 이후에 태양의 궤도가 취자에 드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월별 용시에 좋은 방향
을적고있는데, 1월, 4월, 7월, 10월은갑·병·경·임
의, 2월, 5월, 8월, 11월은간·손·곤·건의, 3월, 6월,
9월, 12월은 해·을·정·신의 방향이다.

• 윤달의 경우 위 난에는 월건명이 없이 윤달임을
의미하는 ‘윤(閏)’자와 함께 달의 이름이 적혀 있
고, 아래 난에도 월백이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두난사이에는그달에속하는절기의일자,일진,
입절시각과함께그절기이전의일은지난달을,
이후는 다음 달(의 내용)을 사용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기타 앞서 기술한 내용들은 없다(그림 7(b)
참조).

매일의역일표에서맨위난에는해당날짜에합삭(合
朔), 상현(上玄), 망(望), 하현(下玄)이 시각과 함께 적

8 8방위에서 동, 서, 남, 북의 4방위에 대해서는 ‘방(方)’으로, 그
외 방위에 대해서는 ‘유(維)’로 표현하고 있다.

9 수리(修理)와 건조(建造).
10 장사를 지낼때 무덤속에 넣기 위해 길한 방위에서 흙을 떠오는

일. 또는 그 흙.
11 입학(入學), 행신(行辛), 상관(上官), 부임(赴任), 가취(嫁娶),

동토(動土), 수주상량(竪柱上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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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매월의 절후

월 72후
정월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陟負氷, 獺祭魚, 候雁北, 草木萌動
2월 桃始華, 倉庚鳴, 鷹化爲鳩, 玄鳥至, 雷乃發聲, 始電
3월 桐始華, 田 化爲여, 虹始見, 萍始生, 鳴鳩拂其羽, 戴勝降于桑
4월 누괵鳴, 구蚓出, 王瓜生, 苦菜秀, 靡草死, ¥秋至

5월 당랑生, 격始鳴, 反舌無聲, 鹿角解, 조始鳴, 半夏生
6월 溫風至, 실솔居壁, 鷹始摯, 腐草爲螢, 土潤욕署, 大雨時行
7월 凉風至, 白露降, 寒蟬鳴, 鷹乃祭鳥, 天地始肅, 禾乃登
8월 鴻雁來, 玄鳥歸, 群鳥養羞, 雷始收聲, 蟄蟲배戶, 水始후
9월 鴻雁來賓, 雀入大水爲蛤, 菊有ˆ華, 豺乃祭獸,

草木ˆ落, 蟄蟲咸俯
10월 水始氷, 地始凍, 雉入大水爲蜃, 虹藏不見,

天氣上升地氣下降, 閉塞而成冬
11월 할단不鳴, 虎始交, 여挺出, 구蚓結, 미角解, 水泉動
12월 안北鄕, 鵲始巢, 雉구, 계乳, 征鳥려疾, 水澤腹堅

혀있고(그림 7참조),한식(寒食),사일(社日),삼복(三
伏), 납일(臘日) 등이 표시 되어 있다. 합삭, 상현, 망,
하현의 일자 및 시각은 당시 역법에 의한 계산에 의

해 정해지며, 한식은(전년도) 동지후 105일이다. 사일
은 두번이 있는데 입춘(立春)과 입추(立秋) 후 다섯번
째무일(戊日)을각각춘사(春社)와추사(秋社)라한다.
초복(初伏)과 중복(中伏)은 각각 하지(夏至)로부터 세
번째경일(庚日)과네번째경일(庚日)이며, 말복(末伏)
은 입추 후 첫번째 경일이다. 마지막으로 납일은 동
지(冬至) 후 세번째 미일(未日)이다. 1829년 역서에 의
하면12 11월 27일이동지이고 11월과 12월은모두큰달
이므로, 1830년에는한식이 3월 14일이된다. 1830년에
는 입춘이 1월 11일(신축), 입추가 6월 20일(병오)이므
로 사일은 2월 9일(무자)과 8월 3일(무자)이 된다. 또
한 하지가 6월 3일(기미)이므로 초복, 중복, 말복은 각
각 5월 24일(경진), 6월 4일(경인), 6월 24일(경술)이며,
동지가 11월 8일(임술)이므로 납일은 12월 11일(을미)
이 된다.

이어서 그 달의 매일 일자가 일진, 납음오행(納音
五行), 28수(宿), 12직(直)과 함께 적혀 있는데, 일자
의 경우 1일에서 9일까지는 ‘초(初)’를 붙여서 적고 있
다(예,初一日). 일진에배당된납음오행은표 4의세차
에 배당된 오행과 같고(따라서 같은 오행이 이틀 연속
해서 나타남), 28수는 ‘각(角), 항(亢), 저(저), 방(房),
심(心), 미(尾), 기(箕), · · · · · · 정(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의 순서로 28일 주기로
반복된다. 반면, 12직은 ‘건(建),제(際),만(滿),평(平),
정(定), 집(執), 파(破), 위(危), 성(成), 수(收), 개(開),

12 古 7300-15(2)-9(규장각한국학연구원).

폐(閉)’ 순서로 놓이는데, 정월절(즉, 입춘) 이후 첫

인(寅)일에 ‘건(建)’을 배당한다. 이후 12직의 순서대
로 배당하는데, 각 달의 절기일에는 전날의 직을 반복
하여사용한다(이은성, 1978b). 예로, 1830년정월의경
우 11일(신축)이 입춘이며, 이후의 첫 인일은 12일(임
인)이므로 이날의 직은 건이된다. 그리고 이후 12직을
순서대로 배당하면 2월 11일의 직은 정(定)되고 다음
날인 12일은 2월절인 망종이므로 이날의 직은 역시 정
이 된다.

12직에이어서해당일자에 24기,토왕용사,그날해
도 좋은[宜] 일과 하지 말아야 할[不宜]일의 점술적 내
용의 일주(日註) 등이 적혀 있다. 24기의 입기일과 토
왕용사일은 당시 사용한 역법의 계산에 의해 정해진

다. 점술적 내용의 일주에 대한 예로 증보작력식(增補
作曆式)13의기망일(氣亡日)편에는기망일에해당하는
날들을 열거하고 이 날에는 ‘불의출행(不宜出行)’이라
는일주를다는것으로되어있다. 기망일중의하나가
입춘 후 7일(입춘일 포함)인데 1830년의 경우 이 날은
정월 17일이며, 이날에는 ‘불의출행’이란 일주가 적혀
있다(천문연 역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이
는 출군(出軍)이나 정토(征討)(=정벌)를 피하라는 의
미이다(이창익, 2002). 또한, 어떤날에는 일출(日出),
일몰(日入), 주야(晝夜) 등의 시각이 적혀 있는데, 규
칙은 일정하지 않다.

4.1.4. 부록

역서 맨 뒤 두 면에는 각종 날짜[日]와 방향[方]이 점술
적 내용과 함께 적혀 있으며, 이어서 오성수택(五姓修

13 古 7300-25(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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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록면에 수록된 각종 날짜 및 방향

항 목 내 용

천은상길일(天恩上吉日)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계미,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계축

천사상길일(天赦上吉日) 봄: 무인, 여름: 갑오, 가을: 무신, 겨울: 갑자

모창상길일(母倉上吉日) 봄: 해·자, 여름: 인·묘, 가을: 진·술·축·미, 겨울: 신·유, 토왕용사후 사·오
천덕합(天德合) 1월: 임, 3월: 정, 4월: 병, 6월: 기, 7월: 술, 9월: 신, 10월: 경, 12월: 을

태세이하 신살들이 갑자일에 동쪽으로 나가서 기사일에 돌아온다, 병자일에 남쪽으로 나가서 신사일에 돌아온다,

나가 노는 일 무자일에 중궁으로 나가서 계사일에 돌아온다, 경자일에 서쪽으로 나가서 을사일에 돌아온다,

(太歲已下神殺出遊日) 임자일에 북쪽으로 나가서 정사일에 돌아온다.

일유신이 있는 방향 : 순산을 위한 산실, 사우의 청소, 상장의 설치 방향으로 좋지 않음(不宜安産室掃舍宇設牀帳).

(日遊神所在之方)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일은 방안 북쪽에 있다. 무술, 기해일은 방안 중앙에 있다.

경자, 신축, 임인일은 방안 남쪽에 있다. 계묘일은 방안 남쪽에 있다.

갑진, 을사, 병오, 정미일은 방안 동쪽에 있다. 무신일은 방안 중앙에 있다.

기유일부터 44일일간(임진까지) 나간다.

축일인신이 있는 곳 : 침구를 하지 않는다(不宜針灸).

(逐日人神所在) 1일: 족대지(足大指)에 있다, 2일, 22일: 외과에 있다, 3일, 18일: 고내(股內)에 있다

4일: 허리[腰]에 있다, 5일: 입[口]에 있다, 6일: 손[手]에 있다

7일, 20일: 내과에 있다, 8일: 팔뚝[腕]에 있다. 9일: 꽁무니[尻]에 있다

10일: 요배(腰背)에 있다, 11일: 비주(;柱)에 있다. 12일: 발제(髮際)에 있다

13일: 아치(牙R)에 있다, 14일: 위완(胃脘)에 있다, 15일: 편신에 있다

16일, 26일: 가슴[胸]에 있다, 17일: 기충(氣衝)에 있다, 19일: 발[足]에 있다

21일: 수소지(手小指)에 있다, 23일: 간[肝]과 발[足]에 있다, 24일: 수양명(手陽明)에 있다

25일: 족양명(足陽明)에 있다, 27일: 무릅[膝]에 있다, 28일: 음(陰)에 있다

29일: 슬경(膝脛)에 있다, 30일: 족부(足趺)에 있다

태백축일이 노는 방향 : 그 방향으로 영혼, 가취, 왕래는 좋지 않다(不宜迎婚嫁娶往來抵向).

(太白逐日遊方) 1, 11, 21일: 정동, 2, 12, 22일: 동남, 3, 13, 23일: 정남, 4, 14, 24일: 서남

5, 15, 25일: 정서, 6, 16, 26일: 서북, 7, 17, 27일: 정북; 8, 18, 28일: 동북

9, 19, 29일: 중방; 10, 20, 30일: 하늘

장단성일(長短星日) 시무, 교역, 재의, 납재에 좋지 않다(不宜市貿交易裁衣納財).

장성 1월 7일, 2월 4일, 3월 1일, 4월 9일, 5월 15일, 6월 10일, 7월 8일, 8월 2일, 5일,

9월 3일, 4일, 10월 1일, 11월 12일, 12월 9일

단성 1월 21일, 2월 19일, 3월 16일, 4월 25일, 5월 25일, 6월 20일, 7월 22일, 8월 18일, 19일,

9월 16일, 17일, 10월 14일, 11월 22일, 12월 25일

백기일1(百忌日) 갑: 창고[倉]를 열지 않는다, 을: 나무를 심지 않는다, 병: 부엌을 수리하지 않는다

정: 머리를 깍지 않는다, 무: 농토를 받지 않는다, 기: 문권[券]을 파하지 않는다

경: 베틀을 놓지 않는다, 신: 장(醬)을 담그지 않는다, 임: 물을 터 놓지 않는다

계: 말싸움이나 송사를 하지 않는다, 자: 점[卜]을 묻지 않는다, 축: 관대(冠帶)를 하지 않는다

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묘: 우물을 파지 않는다, 진: 곡읍(哭泣)을 하지 않는다

사: 원행(遠行)을 하지 않는다, 오: 지붕을 이지 않는다, 미: 약을 먹지 않는다

신: 상(牀)을 안치하지 않는다, 유: 손님과 모이지 않는다, 술: 개를 얻어 오지 않는다

해: 혼인[嫁娶]을 지내지 않는다

세두일 매월 3, 4, 8, 9, 10, 11, 13, 14, 15, 22, 23, 26, 27일, 신, 유, 해,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洗頭日) 복(伏), 사(社), 건(建), 파(破), 평(平), 수(收)일은 좋지 않다.

유화일(遊禍日) : 약을 먹는것은 좋지 않다(不宜服藥).

1월, 5월, 9월: 사일; 2월, 6월, 10월: 인일 3월, 7월, 11월: 해일; 4월, 8월, 12월: 신일,

만(滿)일은 좋지 않음.

천화일(天火日) : 지붕을 잇는 것은 좋지 않다.

1월, 5월, 9월: 자일, 2월, 6월, 10월: 묘일, 3월, 7월, 11월: 오일, 4월, 8월, 12월: 유일.

상삭일2(上朔日) : 손님을 접대하고 음악을 짓는 일을 삼가한다(忌會客作樂).

(참고) 갑년: 계해, 을년: 기사, 병년: 을해, 정년: 신사, 무년: 정해

기년: 계사, 경년: 을해, 신년: 을사, 임년: 신해, 계년: 정사

사조일(祀©日) 6번째 계일을 택하여 사용한다(擇用六癸日)
1 민족문화추진회(1983) 번역문 옮김. 2 증보작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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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세차에 따른 오성수택의 내용

세차 궁성 상성 각성 치성 우성

오성 토 금 목 화 수

자 해재 소통 소통 백호,귀적 대통

축 대통 소묘 소묘 소통 귀적
인 귀적 기절 대통 소통 소통

묘 귀적 백호 대통 소통 소통

진 대묘 소통 해재 소묘 대묘

사 기절 귀적 소통 대통 기절

오 백호 귀적 소통 대통 백호

미 대통 소묘 대묘 소통 귀적
신 소통 대통 기절, 귀적 해재 소통

유 소통 대통 백호, 귀적 해재 소통

술 소묘 소통 해재 대묘 소묘

해 해재 소통 소통 기절, 귀적 대통

좋은[宜] 달 6, 7, 8, 12월 7, 8, 10, 11월 1, 2, 10, 11월 1, 2, 4, 5월 1, 2, 10, 11월

않좋은[不宜] 달 3, 9월 6, 12월 6, 12월 3, 9월 3, 9월

그림 8. 도광 10년(1830) 시헌서의 부록면.

宅)과 주당도(周堂圖)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하단에
는역서의제작에참여한사람들의명단이기록되어있

다(그림 8 참조). 표 9는 부록면에 수록된 각종 날짜와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각종 날짜와 방위에 따른 점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가지만 소개하자면, 산림
경제의 선택(選擇)조에는 천은상길일(天恩上吉日), 대
명상길일(大明上吉日), 천사상길일(天赦上吉日), 모창
상길일(母倉上吉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민족문화추
진위원회(1983)의번역에의하면천은상길일은수리하
고, 건조하고, 벼슬에 오르고, 시집 장가에 길한 날[修
造 上宮 嫁娶 皆吉]이다.

오성수택은사람의성(姓)을 ‘궁(宮),상(商),각(角),
치(徵),우(雨)’에배당한후주택을수리하기에좋은달
을설정하는방법이다(이창익, 2005). 증보작력식에의
하면 세차에 따른 해재(害財), 대통(大通), 소통(小通),
귀적(鬼賊) 등은 표 10과 같다. 1830년은 경인년이기
때문에표 10에의하면궁, 상, 각, 치, 우의방향으로는
각각 귀적(鬼賊), 기절(氣絶), 대통(大通), 소통(小通),
소통이 된다.

주당도(周堂圖)에는 가취(嫁娶)주당도, 이안(移安)
주당도, 안장(安葬)주당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결혼, 이사, 장례일 등의 길흉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역서에는 가취주당도만 그려져 있다. 오른쪽 위부
터 ‘고(姑), 당(堂), 옹(翁), 제(第), 조[부뜨막], 부(婦),
주(廚), 부(夫)’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큰 달
인 경우 부(夫)를 초하루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작은
달의 경우 부(婦)를 초하루로하여 반시계방향으로 결
혼 일자까지 세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제, 당, 주, 조에
해당하면 결혼 날짜로 좋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미 별세하셨으면 옹, 고 또한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맨 하단에는 역서 제작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1830년 역서의 경우 수술관(修述官) 이창운(李昌運)을
비롯한 14명명단이관직명과함께적혀있다. 이자료
들은 향후 조선시대 관상감의 연구, 특히 천문학 부서
의 직제(예, 이기원, 2008)와 관원에 대한 연구(예, 김
석렬, 1989)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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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용삼력/내용삼서

내용삼력/내용삼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들에 산재되어 있으나, 이번 역서
데이터베이스 사업에는 1895년, 1896년, 1897년의 3년
자료만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
서당시에발간되었던시헌력/시헌서와대동소이하며
몇가지 차이점은 표 11과 같다.

4.3. 대통력

1580년 대통력의 구성과 내용은 김종태(2002)의 논문,
대통력의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은희(1997)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몇가지 사실
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1580년도 역서에는 월력요항표와 연신방위도
가 한 면에 실려 있다. 또한 월력요항표에서는 국가
+ 연호가 없이 시헌력의 연신방위도 우측에 있는 ‘태
세재· · · · · ·’의형식으로시작한다(김종태, 2002부록참
조). 그러나 적어도 1607년도 대통력부터는 시헌력처
럼 두 면에 걸쳐 나타나며, 권두서명도 같은 형식(즉,
국가 + 연호 + 간지기년법에 의한 연도 + 세차 + 역
서명)으로 표기 하고 있다.

둘째, 전용훈(2002)도 지적한 것처럼 월별역일표에
서 시헌력은 일자, 일진, 납음오행, 28수, 12직의 순서
인반면대통력역서에서는 28수와 12직의순서가바뀌
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시헌력을 사용하면서 28수
중 ‘삼’과 ‘자’수의 위치를 여러번 바꾸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대통력 역서에서
는 28수가 ‘자, 삼’의 순서인 반면 1654년 이후 시헌력
역서에는 ‘삼, 자’순으로, 그리고 적어도 1772년 이후
시헌력 역서에서는 다시 대통력 역서에서처럼 ‘자, 삼’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세째, 현존하는 대통력 역서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는알수없으나적어도 1607년부터 1629년까지부
록면에는기년(紀年)이라는항목이실려있다. 이는현
재천문연에서발간하는역서에포함된연대표의연령

과 비슷한 것으로 연호, 연도, 세차, 연령 등을 적고 있
다(그림 9 참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당 해가 1세
로 되어 있다.

4.4. 명시력

명시력은기본적으로시헌력과같은형태로되어있다.
그러나 1895년(시헌력시대)부터는우리의국호와연호
를 사용함에 따라 월력요항표에서 권두서명의 내용이
달라졌다. 즉, 1898년 명시력에는 권두서명이 ‘대한광
무이년명시력(大韓光武二年歲次戊戌明時曆)’으로 되

어 있다. 월별역일표에서는 최상단에 기신(忌辰), 탄
신(誕辰), 경절(慶節) 등이 기입되어 있는데, 칭호에서

그림 9. 만력 35년(1607) 대통력의 부록면 일부. 상단에

기년과 관련된 항목들이 적혀있다.

는 대왕, 황제, 황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10 참
조). 표 12는 1908년도 명시력에 기록된 기일과 탄신
일을 정리한 것이다. 월별역일표의 최하단에는 음력
일자에 해당하는 양력일자와 요일이 함께 적혀 있다.
특히 1900년의 경우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평달이지만
1900년도의 명시력은 윤달로 되어있다(즉, 29일까지
있음. 그림 10(a) 참조). 그러나 다음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당시에는 1900년이평년이라는사실을알고있
었다(즉, 당시에는 태양력으로 율리우스력이 아닌 그
레고리력을 사용했었다. 4.5절 참조).

4.5. 력

그림 11은 1909년의 역시대 역서이다. 첫장은 세 부분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번째 열에는 그해가 평년(平
年)인지 윤년(閏年)인지를 적고 이어서 1년의 총일수
를, 두번째 열에는 국호, 연호, 간지기년법에 의한 연
도 그리고 ‘력(曆)’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열은제작처를적고있다. 1909년력의경우,평
년으로 총 365일이며, 권두서명은 대한융희삼년력(大
韓隆熙三年曆)이며 제작처는 학부편집국(學部編輯局)
으로 되어있다.

이어서월력요항표상단에는월표(月表),구월표(舊
月表)14, 일요표(日曜表), 윤표(閏表)가 있고 하단에는
일월식의 자료가 적혀 있다. 먼저 월표에서는 각 달의
대·소가 적혀 있는데, 정월을 1월로 표기하고 있으며
특히 2월의경우는평(평달)또는윤(윤달)이표시되어

14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06년 력에는 있으나

1909년 력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1907년 이나 1908년 력에서 구월
표 항목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09년부터 없어진듯 하다.



14 LEE ET AL.

표 11. 시헌력과 내용삼력의 차이점

항 목 시헌력/시헌서 내용삼력/내용삼서

월력요항표 날짜에 ‘초(初)’자를 사용(예, 初二日) 날짜에 ‘초(初)’자를 사용하지 않음(예, 二日)

연신방위도표 득신, 용치수 득시, 용치수, 상삭일 및 역주

천덕, 월덕, 천덕합, 월덕합, 천은, 천사, 모창

태세기하각신출유일방, 천농, 지아 수록

연신방위도(2면) 연신방위도(1면)

월별역일표 날짜에 ‘초(初)’자를 사용(예, 初二日) 날짜에 ‘초(初)’자를 사용하지 않음(예, 二日)

의(宜), 부의(不宜)의 일주가 있음 의, 임의(壬宜), 부의의 일주가 있음

부 록1 표 8 참조 상삭일과 역주를 제외한 표 8의

일유신소재지방부터 수록
1 1896년의 경우 제작자들중 한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름.

(a) (b)

그림 10. (a) 1900년 2월과 (b) 1908년 8월 명시력.

있다. 력은 기본적으로 양력을 기반으로한 역서이므
로 30일까지 있는 경우를 소(小), 31일까지 있는 경우
를 대(大)로 적고 있다. 구월표에서는 양력 매달에 해
당하는 음력달의 대·소를 적고 있으며, 음력 정월달과
그 이전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세차를 적고 있다.
그리고 일요표에서는 매달 일요일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예로, 1909년의 경우 1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윤표에서는 치윤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양력윤년은음력세차로신,자,진년에
있으며 100년에 한번 윤년이 평년이 되며,
400년의 윤년은 윤년이다. 8,000년에 이르

러서 부족한(일)수가 1일 2시 40분이 된다
(陽曆閏每在陰曆申子辰年 百年一次閏

爲平年 四百年一次閏爲閏年 不足之數至八

千年爲一日二時四十分)

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예로) ‘개국 209년인 경자

년(1600)은 윤년이고 광무 4년인 경자년(1900)은 평년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단의 일월식 자료에서는
식이 일어나는 월, 일을 적고 그 아래에서는 식분(食
分), 초휴(初虧: 식의 시작시각), 식기(食甚: 식의 최대
시각), 복원(復圓: 식의 종료시각) 시각들이 적혀 있으
며, 초휴, 식기, 복원의 경우 방향을 적은 경우도 있다.

월별역일표의 맨 우측에는 세로로 각 달의 대·소 및
일수가 적혀 있다. 이어서 양력일에 해당하는 음력일
항목 제목으로 ‘구력(舊曆)’으로 적혀 있다(그림 12(a)
참조). 역일표에서 1903년과 1906년 력에는 명시력에
서처럼 해당날짜에 기신일, 탄신일 등이 적혀 있으나,
1909년과 1910년 력에서는 건원절, 만수성절, 곤원절
등이 해당 날짜에 적혀 있다15. 역일표의 내용은 크게
상·하 단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단에서는 매일의 양력
날짜와 요일이 적혀 있고, 요일에 이어 한식, 삭, 상·하
현, 망시각, 납일, 사일, 삼복, 일·월식 등이 해당 날짜
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 음력 초하루에는 음력
달과 그 달의 대·소가 적혀있다. 반면 하단에는 양력

15 조선왕조실록의 순종 1년 7월 22일의 기록에 의하면, 포달(布

達) 제 178호로 <탄신 및 기념경절 날짜를 양력으로 정하는 안

건>이반포되는데이에의하면,건원절(乾元節)은 3월 25일,개국기
원절(開國紀元節)은 8월 14일,즉위예식일(卽位禮式日)은 8월 27일,

만수성절(萬壽聖節)은 9월 8일, 곤원절(坤元節)은 9월 19일, 계천기

원절(繼天紀元節)은 10월 12일, 천추경절(千秋慶節)은 10월 20일,

묘사서고일(廟社誓告日)은 11월 18일로 되어 있으며, 1909년 력에

는 이 8개 만이 해당 날짜에 적혀 있다. 곤원절은 순종의 탄신일,

개국기원절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날, 즉위예식일은 순종

즉위일, 만수성절은 고종의 탄신일, 곤원절은 순명황후(순종의 비)

의 탄신일, 계천기원절은 고종황제의 즉위일, 묘사서고일은 순종의

즉위를 종묘 사직에 고한 날이다. 천추경절은 황태자의 탄신일인데

10월 20일은 영친왕(英親王)의 탄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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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908년도 명시력에 기입된 기신(忌辰) 및 탄신일(음력기준)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월 12일 정순(貞純)왕후 기신 2월 1일 선조(宣祖)대왕 기신

2월 15일 정성(貞聖)왕후 기신 2월 17일 세종(世宗)대왕기신

2월 24일 인선(仁宣)왕후 기신 3월 2일 장경(章敬)왕후 기신

3월 5일 영조(英祖)대왕 기신 3월 9일 효의(孝懿)선황후 기신

3월 24일 소헌(照憲)왕후 기신 3월 26일 인원(仁元)왕후 기신

3월 29/30일1 정덕(貞悳) 왕후 기신 4월 7일 문정(文定)왕후 기신

4월 15일 공혜(恭惠)왕후 기신 4월 17일 신정(神貞翼)익황후 기신

5월 4일 효종(孝宗)대왕 기신 5월 6일 문조(文祖)익황제 기신

5월 8일 인조(仁祖)대왕 기신 5월 10일 태종(太宗)대왕 기신

5월 12일 철인(哲仁)왕후 기신 5월 21일 장조(莊祖)의황제 기신

5월 24일 태조(太祖)고황제 기신 6월 6일 헌종(憲宗)대왕 기신

6월 8일 숙종(肅宗)대왕 기신 6월 18일 순조(純祖)숙황제 탄신

6월 27일 의인(懿仁)왕후 기신 6월 28일 인목(仁穆)왕후 기신

6월 28일 정조(正祖)선황제 기신 7월 10일 원경(元敬)왕후 기신

7월 18일 헌종(憲宗)대왕 탄신 8월 4일 순원(純元)숙황후 기신

8월 9일 문조(文祖)익황제 탄신 8월 13일 신덕(神德)고황후 기신

8월 14일 인현(仁顯)왕후 기신 8월 15일 숙종(肅宗)대왕 탄신

8월 18일 현종(顯宗)대왕 기신 8월 20일 명성(明成)황후 기신

8월 22일 정현(貞顯)왕후 기신 8월 25일 효현(孝顯)왕후 기신

8월 26일 장열(莊烈)왕후 기신 9월 8일 세조(世祖)대왕 기신

9월 13일 영조(英祖)대왕 탄신 9월 22일 정조(正祖)선황제 탄신

9월 23일 신의(神懿)고황후 기신 9월 28일 순명(純明)황후 기신

10월 11일 태조(太祖)고황제 탄신 10월 26일 인경(仁敬)왕후 기신

11월 13일 순조(純祖)숙황제 기신 11월 15일 중종(中宗)대왕 기신

11월 15일 효정(孝定)왕후 기신 12월 5일 명성(明聖)왕후 기신

12월 7일 단경(端敬)왕후 기신 12월 8일 철종(哲宗)대왕 기신

12월 9일 인열(仁烈)왕후 기신 12월 15일 헌경(獻敬)의황후 기신

12월 24일 성종(成宗)대왕 기신
1 정덕왕후의 기신일은 3월 30일로, 3월이 작은 달일경우(예, 1908년) 29일로 함.

에 해당하는 음력 날짜, 일진이 적혀 있는데, 1909년과
1910년 력에는 추가로 납음오행, 28수, 12직, 의(宜)의
일주(日註)가적혀있다(부의의일주(日註)는없음. 김
만태, 2007; 그림 12(b) 참조). 24기는 상·하단을 통합
하여 절기명, 입기시각, 해당절기가 구력(음력)으로는
드는 달(예, 소한은 구12월절), 일출·입시각, 주·야 시
각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력은 1909년을 전후로 내
용상 상당한 변화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전에는 없던 ‘부록(附
錄)’이라는 제목의 항목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록면에는 먼저 맨 오른쪽 열에 굵은 글씨로 ‘강
희3년(1909) 음력세차 기유년 월표 및 절후표(隆熙
三年中陰16 歲次己酉年月表及節候表)’라는 제목이 나
타난다. 이어서, 작은 글씨로 ‘무신년(1908) 11월과
12월(월표와 절후)은 이미 지난 역서에 게재하였으

므로 이번에는 생략하였고(戊申十一月十二月己戟去

16 陰(음)의 본자(本字).

年曆今刪), 올해(1909) 11월과 12월(월표 및 절후)은
금년도에 게재한다(本年十一月十二月爲17完本年度先

揭)’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두번째 열부터는 시헌력
의 월력요항표에서처럼 매월의 대·소, 초하루 일진, 그
리고 그 달에 속한 절기의 음력 및 양력 일자, 일진,
입절시각(96각법에 의한)이 한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
다. 부록의 두번째 면에는 상단에 연신방위도와 가취
주당도가그려져있는데특이한것은연백구성도(九星
圖)대신득신(得辛)과용치수(龍治水)가적혀있다. 하
단에는 축일인신소재(逐日人神所在), 백기일(百忌日),
천화일(天火日)이 적혀 있다(그림 13 참조).

4.6. 조선민력

조선민력시대의 역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총독

부에서 편찬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4는대정 3년(1914)조선민력이다. 맨오른

17 爲(위)의 속자(俗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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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09년 력의 표지 및 월력요항표 부분.

쪽란에는 작은 글씨로 ‘신무천황 즉위 기원 2574년(神
武天皇卽位紀元二千五百七十四年)’을적은후굵은글
씨로 ‘대정3년 조선민력(大正三年朝鮮民曆)’(1914)이
라는 제목을 적고 있다. 또한 이 해는 ‘갑인년 평년
으로 1년의 총 일수는 365일(甲寅平年三百六十五日)
이며, 조선총독부관측소에서 추산(朝鮮總督府觀測所
推算)’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상단에는 연중 일본의 절일(節日), 제일(祭
日) 등의 날짜를 적고 있으며, 옆난에는 ‘월표’라는 제
목으로 (양력) 매월의 대·소(2월의 경우 평·윤)를 적고
있다. 하단에는 ‘일요표’라는 제목으로 매월 일요일의
날짜를 적고 이어서 일월식의 식분, 초휴, 식기, 복원
의시각과방향을기록하고있다. 특이한것은맨마지
막좌측난에 1912년력에서까지는치윤법을설명한윤
표가있지만이후에는 ‘설명(說明)’이라는항목으로역
서에 게재된 시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914년 력에
쓰여진 ‘설명’항목에는 ‘본민력에게재한시각은본방
중앙 표준시(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일출·몰과 일월
식은조선총독부관측소(인천)에서보이는시각을게재
한다’로 되어 있다(그림 14 참조). 더욱 흥미로운 사실
은 최고은(2009)이 지적한 것처럼, 1927년에서 1929년
까지의 조선민력에서는 ‘조선총독부관측소’ 대신 ‘경
성(京城)’에서 보이는 시각을 게재한다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은 ‘대정3년 중 음력세차 갑인년 월표 및 절
후표’라는 제목으로 (음력) 매월의 대소, 초하루의 일
진, 24기의명칭, 속한달의명칭, 입기일, 그날의일진,
입기시각, 그리고 그날의 양력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는 후기(1909년 – 1910년) 력의 월력요항표와 내용 및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a) (b)

그림 12. (a) 1906년 력 1월과 (b) 1909년 력 9월의 역일부분.

월별역일표는 후기의 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시대에 따라 추가된 내용을 소
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915년 조선민력: 월출·입시각이 나타나기 시작
하는데 합삭에서 망까지는 월입시각을, 망에서
다시 합삭까지는 월출시각을 적고 있다.

• 1920년 조선민력: 달의 명칭, 달의 대·소, 그 달
의 일수에 이어서 그 달에 수행해야 할 농사업무
에대한내용이한글어조사로기록되어있다. 예
로, 1920년 3월에는 모판(苗板)의 제작, 과수(果
樹)의 전정(剪定), 뽕나무 밭[桑園]과 과수원(果
樹園)의 병충해 방지, 과수류(果樹類)의 접목(接
木) 등이 적혀 있다(그림 15(a) 참조).

• 1933년 조선민력: 역일표 맨 하단에 월백도가 그
려져 있다(그림 15(b) 참조).

부록면은 잦은 변화, 삭제, 추가가 있었다. 먼저
1911년에서 1912년조선민력의부록면은후기력과유
사하다(그림 13과 그림 16(a) 비교). 상단에 연신방위
도와 가취주당도가 그려져 있으며, 연신방위도 중앙에
는 태세, 득신, 치용수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축일인신
소재, 백기일, 천화일이 적혀 있다. 그러다가 1913년
이후에는 축일인신소재와 백기일의 내용이 빠지고 대

신 좌측면 상단에는 연신방위도가 하단에는 가취주당

도와 천화일이 나온다(그림 16(b) 참조). 1920년에는
연세대조(年歲對照), 본방(=본국)의 면적과 인구(本
邦의 面積人口)·본방행정구획과 청소재지(本邦行政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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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09년 력의 부록면.

劃及廳所在地)·본방육군상비단대배비(本邦陸軍常備
團隊配備)·본방해군진수부소재지(本邦海軍鎭守府所
在地), 본방행정구역도(本邦行政區劃圖), 본방주요시
가지인구(本邦主要市街地人口)가 각각 한 페이지로

추가되었으며, 역서 맨 뒷면은 인쇄 및 발행 일자, 가
격 등의 내용과 연신방위도, 가취주당도, 천화일 등의
내용이 각각 반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조표
는 대통력의 부록 중 하나인 기년과 유사한 것으로, 일
본의 연호와 재위기간에 따른 100세를 역순으로 적고
있는데 조선민력에서도 당해년도를 1세로 하고 있다.

1924년에는 각지의 기온(평균기온, 강우·강설량, 기
온의 최고·최저와 강우·강설량의 최대일량), 도량형
표(度量衡表)의 내용이 추가되며, 1930년에는 ‘기온의
최고·최저와 강우·강설량의 최대일량’의 항목이 ‘한서
풍우(寒暑風雨)의 극수(極數)’의 항목으로 바뀌고 수
도편람(水稻便覽)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참고로
1930년 조선민력의 부록 내용에 의하면 당시 조선

의 인구는 19,189,700명이고 서울(경성부)의 인구는
321,800명으로 되어 있다. 이를 10년전인 1920년 역서
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전체 인구는 2,220,700명이, 서
울 인구는 68,800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0년에는 서울의 연평균온도는 10.9도, 연우적설량
은 1,237 mm로 되어 있다.

1931년도에는 ‘본방행정구역도’가 ‘조선내에 있는

철도와 자동차 선로도’로 바뀌고 나머지 본방으로 시
작하는내용들은없어지고대신국세와지방세납기일
람(納期一覽), 내국통신요금표(內國通信料金表)의 내
용이 추가되어 있다(그림 17(b) 참조). 마지막으로

1932년 역서부터는 가취주당도와 천화일에 대한 내용
이 한글 어조사를 사용하여 설명되어 있다(그림 17(a)
참조).

그림 14. 1914년도 조선민력의 월력요항 부분.

4.7. 약력

일제시대 조선민력이라는 이름으로 편찬되던 역서가

1937년부터는 ‘약력(略曆)’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구성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같은 약력시대에
서도 1943년을 전후로 일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약력에서는 조선민력시대 역서의 월력요항표

맨 오른쪽 열에 나오던 연도와 관련된 일본천왕즉위
년, 연호와 재임기간, 평·윤년 여부, 세차 등의 내용이
서력기원 연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다.
또한, 그해 달의 대·소, 24기 입기시각 등의 월력요항
자료들은 역서의 뒷부분으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약
력시대는 일본이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을 본격적으
로펼쳤던기간으로당시의역서에도그영향이나타나
있다. 1938년 약력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의 사진과 황
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40년에는 정점을 이루어 매일 궁성(宮城)을 요배(遙
拜)하자는문귀와신무천왕(神武天皇)의사진,국민정
신총동원조선연맹실천요목(國民精神總動員 朝鮮聯盟
實踐要目) 등이 역서의 내용에 앞서 네면에 걸쳐 나타
난다. 이후 194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43년 약
력부터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역서의 본문 내용에 있어서 먼저 조선민력의 12개
의 기념일에 신년연회(新年宴會: 1월 5일)를 추가하여
‘축제일(祝祭日)’이라는 항목으로 그 일자들(총 13개)
을 적고 있으며, 이어서 ‘설명’이라는 항목도 ‘범례(凡
例)’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좀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하단에는 ‘국기의 제식(制式)’과 ‘국기게양의 방법’에
대해 적고 있다. 1937년 약력의 범례를 살펴보면 역서
에게재한시각은일본표준자오선을,일출·입,일남중,
월출·입 등의 시각은 조선총독부관측소18(동경 126도

18 1939년에 조선총독부관측소를 조선총독부기상대로 명칭을 바
꾸었으며, 1940년 역서의 범례에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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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 (a) 1920년과 (b) 1933년 조선민력의 3월달 역일부

분.

37분 39초, 북위 37도 28분 29초)를, 만·간조 시각은 인
천항을 기준으로한 시각이며, 월령은 삭으로부터 당일
정오까지경과한날수임을설명하고있다(그림 18(a)).

반면 1943년의 약력에는 ‘국기의 제식’과 ‘국기게양
의방법’이없어지고축제일과범례만으로이루어져있
다(그림 18(b)19). 또 다른 주목할만한 변화는 어조사
를한글과일본어로병기하던것을 1943년부터는일본
어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43년 역서의 범
례에서는만·간조시각과관련하여인천항이외의 12개
지역에대해서는보정시간을도표로제공하고있으며

아울러본약력에서는간략히게재하므로상세한사항

은 조선총독부기상대에서 편찬한 일용편람을 참고하

라고 되어 있다(그림 18(b)의 범례 맨 마지막 문구 참
조).

약력의 월별역일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1943년 이전
과이후의두기간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1942년까
지는역서의상단에축제일,삭,상현,하현,망일, 24기,
사일, 한식, 토왕, 삼복 등과 기타 기념일들을 해당 날
짜에 표기하고 있다. 특히, 축제일의 경우두겹의 사각
형 모양으로 표시하였으며, 더우기 1937년에서 1940년
동안에는시정기념일(始政記念日: 10월 1일)과더불어
축제일표시위에일장기를그려놓았다. 그리고맨오
른칸에는 조선민력에서처럼 매월의 이름과 대·소(2월
의 경우 평·윤), 일수를 적고 아래에는 그 달에 해야 할

19 현재 한국천문연에서 제공하는 1943년 역서 원본은 낙서가 심

하여, 1943년 전후 역서 비교에서 1943년 대신 1944년의 역서 이미

지를 이용하였다.

(a) (b)

그림 16. (a) 1912년과 (b) 1914년 조선민력의 부록면.

농사관련일들을적고있다. 이어서세로로일차,칠요,
간지,일출,일남중,일입,주간,월령,음력,월출,월입,
만조, 간조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일자, 요일, 일진, 일
출/남중/몰 시각, 낮의 길이, 월령, 음력일자, 월출·몰
시각, 만·간조 시각이 적혀 있다(그림 19(a) 참조).

반면 1943년 이후부터는 그 달에 해야할 농사 관련
일들에대한내용을없애고대신세로로월령,월출·몰,
만·간조의 제목만 쓰고, 이어서 일자, 요일, 일진, 월령,
월출·몰 시각, 만·간조 시각을 적고 있다. 이 시기의 두
드러진 특징은 일출·몰, 일남중 시각과 낮의 길이 자료
를 없애고 여기에 이전 시기의 상단에 기록했던 내용

들(기념일, 삭, 삼복, 한식 등)을 적고 있다(그림 19(b)
참조). 표 13은 1945년역서에기록된축제일과기념일
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것들이므로본논문에서는자세한의미에대해
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월별역일표에이어서각지방에서의매 10일마다의
일출·입시각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1943년 이전에는
웅기,신의주,원산,평양,경성,대구,부산,목포의 8개
지역에 대해, 이후에는 중강진, 성진, 진남포, 해주, 강
릉, 인천, 전주, 제주를 추가하여 16개 지역으로 확대
되어 있다. 참고로, 천문연에서 발행한 2010년 역서에
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42개 지역에 대한 매 5일 간
의 일출·몰, 월출·몰, 시민·항해·천문박명 시각 자료들
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면에는매월삭,현,망의일자와시각을따로표
로 나타내었으며, 12개 지역에 대한 만·간조 시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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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945년 역서에 나타난 기념일 및 축제일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월 1일 사방배(四方拜)1 9월 1일 이백십일(二百十日)2

1월 3일 원시제(元始祭)1 9월 13 – 14일 사법보호운동(司法保護運動)

1월 4일 어용시(御用始) 9월 20일 항공일(航空日)

1월 5일 신년연회(新年宴會)1 9월 20일 피안(彼岸)2

매월 15일 대조봉재(大詔奉戴) 9월 23일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1

2월 3일 절분(節分)2 10월 1일 시정기념일(始政記念日)

2월 11일 기원절(紀元節)1 10월 2일 평양신사제(平壤神社祭)

3월 6일 지구절(地久節) 10월 2 – 8일 군인원호운동(軍人援護運動)

3월 10일 육군기념일(陸軍記念日) 10월 15일 대구신사제(大邱神社祭)

3월 15일 조선신궁기년제(朝鮮神宮祈年祭) 10월 16일 용두산신사제(龍頭山神社祭)

3월 18일 피안(彼岸)2 10월 17일 신상제(神嘗祭)1

3월 21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1 10월 17일 조선신궁제(朝鮮神宮祭)

4월 3일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1 10월 18일 경성신사제(京城神社祭)

4월 3일 식수기념일(植樹記念日) 10월 23일 정국신사제(靖國神社祭)

4월 7일 애매의 일(愛馬˛日) 10월 24일 군마의 일(軍馬˛日)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1 11월 3일 명치절(明治節)1

4월 30일 정국신사제(靖國神社祭) 11월 6 – 10일 존법강화운동(遵法强調運動)

5월 2일 팔십팔야(八十八夜)2 11월 10일 국민정신작흥기념일(國民精神作興記念日)

5월 27일 해군기념일(海軍記念日) 11월 23일 신당제(新嘗祭)1

6월 11일 입매(入梅)2 12월 8일 대동아전쟁기념일(大東亞戰爭記念日)

6월 14일 농민일(農民日) 12월 25일 대정천황제(大正天皇祭)1

7월 20일 해의 기념일(海˛記念日) 12월 28일 어용납(御用納)
1 축제일.
2 일본력에서의 잡절들로 먼저 절분은 2월 3일이다(정영택의 天文學이라는 책에서는 ‘月’이 ‘日’로 오기되어

있음). 춘분, 추분 각각의 전후 3일이 피안의 시작과 끝이며, 역서에는 시작일에 피안이 적혀있다. 팔십팔야와

이백십일은 각각 입춘으로부터 88일, 210일 되는 날이며, 입매는 6월 2일이다(정영택, 1908; 橫山又次郞,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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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1932년조선민력의부록부분: (a)연신방위도면,

(b) 내국통신요금면.

균 개정수(改定數: 인천항에서의 시각에 대한 보정값)
와 가·멸(加·滅: 더할지 뺄지)이 표기되어 있다. 이어
서 24기의 일자도 따로 표로 요약하고 있는데, 2분 2지
에 대해서는 특히 입기시각까지 적고 있다. 24기 자료
와같은면에는천문현상자료를다루고있는데 1940년
의수성일면통과현상을제외하고는모두일월식현상

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1941년부터는 24기 자료가 빠
지고, 1943년부터는 삭, 현, 망의 자료와 만·간조 자료
가빠지면서 1943년역서부터는일월식현상만을싣고
있는데 대신 여러지역에서의 초휴, 식기, 복원의 시각,
방향 등을 싣고 있다.

이어서, ‘연대표병음양력대조표(年代表竝陰陽曆對
照表)’란 항목으로 설명문과 함께 예시를 들고 있다.
그러나 1942년부터는 제목을 간단히 ‘연대표’로 하

고 아울러 설명문과 예문을 생략하였다. 그림 20은
1937년과 1944년 약력의 연대표이다. 1937년에는 천
보 5년(1834)에서 소화 11년(1936)까지의 음양력대조
표를 싣고 있는다. 먼저 1행에는 일본과 조선의 연호
를 병행해서 적고 있으며, 2행에서는 일본기원과 서력
기원을적고, 3행에서는간지를, 4행에서는세(연령)을
그리고이어서음력정월에서 12월까지초하루에해당
하는 양력의 월, 일, 대·소를 적고 있다. 설명문에 의하
면 음력 윤달이 있는 달에는 도표에서 굵은 선을 그어
표시하고 맨 하단에 기록하였고, 서력으로 윤년이 있
는 해는 2행에서 ‘윤’이라고 표기하였으며, ‘*’로 표시
되어있는달은다음해의달임을의미한다고설명하고

있다.

(a) (b)

그림 18. (a) 1937년과 (b) 1944년 약력의 첫부분.

약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역서의 내

용외에기상,농·어업,기타생활자료들이많이수록되
어 있다는 점이다. 1937년 약력에는 음양력대조표 다
음에는 23개지역의월별평균기온(섭씨),평균최고·최
저기온(섭씨), 강수량(mm), 평균풍속도(m s−1), 평균
습도(백분율), 기온·풍속·강우량의 극수(極數)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이어서 수도편람(水稻便覽; 논 벼농사
관련 시기별 일과를 기록), 수산동식물의 채포금지편
람(채집 금지 수산 동·식물의 목록), 어업편람(주요 어
종의 어장, 어업시기, 어구에 관한 기록), 임업편람(산
림 조성관련 시기별 일과를 기록), 도량형표, 철도와
자동차 선로도, 국세와 도세 납기일람, 내국통신료요
금표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43년부터는 상설의
계절(霜雪˛季節), 주요소채경종요람(主要蔬菜耕種要
覽) 등이 추가되는 등 사소한 변화는 있으나 이전의 약
력과 대동소이하다.

5. 요약

한국천문연구원은 ‘2009년도 지식정보화 사업’의 일환
으로 현존하는 역서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현재 역서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에 대한 웹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분야의 연구자
들이나 일반인들이 역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함

에있어역서전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역법 및 역서 연혁과 역서 데이터베
이스 구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해방이전의조선시대역서들의특징과수록된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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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a) 1937년과 (b) 1944년 약력의 10월 역일표.

대해 시헌력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시헌력은 크게 월력요항표, 연신방위도, 월별
역일표, 부록의 네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월력요항표
에는 국호, 연호, 간지기년법에의한 연도, 세차, 역서
의 이름으로 된 권두서명과 각 달의 대·소, 음력초하루
일진, 24기 중 그 달에 해당하는 절기와 중기의 입기
일 및 입기시각이 적혀있다. 연신방위도에는 그 해의
신들이 드는 방위가 그려져 있다. 월별역일표에는 두
면에 걸쳐 그 달의 크기(즉 대·소), 월건에 이어 매일의
일자,일진,납음오행, 28수, 12직이그리고해당일자에
24기, 토왕용사, 일출·몰, 주·야시각, 그날에 해도 좋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의 점술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월별역일표의 상단에는 합삭, 상·하현, 망,
삼복 등이 표기되어 있다.

대통력의 경우는 적어도 1607년부터 월력요항표가
시헌력에서처럼 두 면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한 기년이라는 항목이 1607년무렵부터 1629년까지 나
타난다. 그리고 12직의순서는 ‘필,자,삼’의순서로적
혀있는 특징을 보인다.

명시력은기본적으로는시헌력과같은계열이다. 그
러나권두서명에서 ‘대한’이라는국호를사용하고또한
기신,탄신일등에있어서는대왕,황제,황후라는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1896년부터 양력을 채택
함에 따라 월별역일표에서 최하단에는 음력일자에 해

당하는 양력의 일자와 요일을 적고 있다.

1896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력은 양력을 기반

으로한 역서로서 처음 2년은 시헌력과 이후 11년 동

(a) (b)

그림 20. (a) 1937년과 (b) 1944년 약력의 연대표.

안(1898년 – 1908년)은 명시력과 함께 발행되었다. 특
이한 사항은 ‘윤표’라는 항목에서 치윤법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양력은 그레고리력임
을알수있다. 또하나의특징은 1909년을전후로내용
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민력과약력은일제강점기동안에발행된역서

들로,주목할만한사실은역서에표준시(동경 135도)와
역계산지점(인천/경성)에대해명시하고있다는것이
다. 또한 부록에는 농업, 어업, 임업과 관련된 내용과
도량형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기상관
련 자료들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역서가 조선
총독부관측소(조선총독부기상대)에서 발간 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역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현재 일
부 기관들에서도 역서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이번천문연에서구축한역서데이터베이스자
료가가장체계적이고방대하다. 무엇보다원문이미지
와 더불어 문자 자료도 함께 제공함으로서 내용 검색

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역일이나 고천문관련 연구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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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역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1 1607 정미 대통력 61 1818 무인 시헌서

2 1611 신해 대통력2 62 1820 경진 시헌서

3 1615 을묘 대통력 63 1821 신사 시헌서

4 1629 기사 대통력 64 1824 갑신 시헌서

5 1651 신묘 대통력1 65 1826 병술 시헌서

6 1652 임진 대통력 66 1827 정해 시헌서

7 1653 계사 대통력1 67 1828 무자 시헌서1

8 1654 갑오 시헌력1 68 1830 경인 시헌서

9 1655 을미 시헌력1 69 1832 임진 시헌서

10 1656 병신 시헌력1 70 1835 을미 시헌서

11 1657 정유 시헌력1 71 1836 병신 시헌서

12 1658 무술 시헌력1 72 1837 정유 시헌서

13 1659 기해 시헌력2 73 1838 무술 시헌서

14 1660 경자 시헌력2 74 1839 기해 시헌서8

15 1661 신축 시헌력2 75 1840 경자 시헌서

16 1662 임인 시헌력4 76 1841 신축 시헌서

17 1663 계묘 시헌력5 77 1842 임인 시헌서

18 1664 갑진 시헌력6 78 1843 계묘 시헌서

19 1665 을사 시헌력1 79 1844 갑진 시헌서

20 1666 병오 시헌력1 80 1845 을사 시헌서

21 1667 정미 시헌력1 81 1846 병오 시헌서

22 1668 무신 대통력2 82 1847 정미 시헌서

23 1669 기유 대통력2 83 1848 무신 시헌서

24 1670 경술 시헌력2 84 1849 기유 시헌서

25 1671 신해 시헌력2 85 1850 경술 시헌서

26 1672 임자 시헌력2 86 1851 신해 시헌서

27 1673 계축 시헌력2 87 1852 임자 시헌서

28 1728 무신 시헌력7 88 1853 계축 시헌서

29 1732 임자 시헌력 89 1854 갑인 시헌서

30 1737 정사 시헌력 90 1855 을묘 시헌서

31 1741 신유 시헌력 91 1856 병진 시헌서

32 1743 계해 시헌력 92 1857 정사 시헌서

33 1746 병인 시헌력 93 1858 무오 시헌서

34 1747 정묘 시헌력8 94 1859 기미 시헌서

35 1752 임신 시헌력 95 1860 경신 시헌서

36 1772 임진 시헌서 96 1861 신유 시헌서

37 1773 계사 시헌서 97 1862 임술 시헌서

38 1774 갑오 시헌서 98 1863 계해 시헌서

39 1775 을미 시헌서9 99 1864 갑자 시헌서

40 1776 병신 시헌서 100 1865 을축 시헌서

41 1779 기해 시헌서 101 1866 병인 시헌서

42 1780 경자 시헌서 102 1867 정묘 시헌서

43 1783 계묘 시헌서 103 1868 무진 시헌서

44 1784 갑진 시헌서 104 1869 기사 시헌서

45 1785 을사 시헌서 105 1870 경오 시헌서

46 1786 병오 시헌서 106 1871 신미 시헌서

47 1790 경술 시헌서 107 1872 임신 시헌서

48 1796 병진 시헌서 108 1873 계유 시헌서13

49 1798 무오 시헌서 109 1874 갑술 시헌서

50 1801 신유 시헌서 110 1875 을해 시헌서

51 1803 계해 시헌서10 111 1876 병자 시헌서

52 1804 갑자 시헌서11 112 1877 정축 시헌서

53 1804 갑자 시헌서 113 1878 무인 시헌서

54 1806 병인 시헌서 114 1879 기묘 시헌서

55 1807 정묘 시헌서12 115 1880 경진 시헌서

† 1번∼4번, 252번∼258번 역서는 이미지 자료만 제공.
‡ 5번∼27번 역서는 문자 자료만 제공.
1 월력요항표 누락.
2 월력요항표, 연신방위도, 부록 누락.
3 월력요항표, 2월b 누락, 일부 이미지 이상.
4 월력요항표, 2월b, 4월a 누락.
5 월력요항표b, 연신방위도a, 1월b, 2월a, 3월b, 4월a, 6월b, 7월a 누락.
6 월력요항표, 3월b, 4월a 누락.

A. 계속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56 1808 무진 시헌서 116 1881 신사 시헌서

57 1809 기사 시헌서 117 1882 임오 시헌서

58 1812 임신 시헌서 118 1883 계미 시헌서

59 1815 을해 시헌서 119 1884 갑신 시헌서

60 1816 병자 시헌서 120 1885 을유 시헌서

121 1886 병술 시헌서 181 1940 경진 약력

122 1887 정해 시헌서 182 1941 신사 약력15

123 1888 무자 시헌서 183 1942 임오 약력

124 1889 기축 시헌서 184 1943 계미 약력

125 1890 경인 시헌서 185 1944 갑신 약력

126 1891 신묘 시헌서 186 1945 을유 약력

127 1892 임진 시헌서 187 1946 병술 역서

128 1893 계사 시헌서 188 1947 정해 역서

129 1894 갑오 시헌서 189 1948 무자 역서16

130 1895 을미 시헌서 190 1949 기축 약력

131 1895 을미 내용삼서 191 1950 경인 역서

132 1896 병신 시헌력 192 1951 신묘 역서

133 1896 병신 내용삼서 193 1952 임진 역서

134 1897 정유 시헌력 194 1953 계사 역서

135 1897 정유 내용삼서 195 1954 갑오 역서

136 1898 무술 명시력 196 1955 을미 역서

137 1899 기해 명시력 197 1956 병신 역서

138 1900 경자 명시력 198 1957 정유 역서

139 1901 신축 명시력 199 1958 무술 역서

140 1902 임인 명시력 200 1959 기해 역서

141 1903 계묘 명시력 201 1960 경자 역서

142 1903 계묘 력14 202 1961 신축 역서

143 1904 갑진 명시력 203 1962 임인 역서

144 1905 을사 명시력 204 1963 계묘 역서

145 1906 병오 명시력 205 1964 갑진 역서

146 1906 병오 력 206 1965 을사 역서

147 1907 정미 명시력 207 1966 병오 역서

148 1908 무신 명시력 208 1967 정미 역서

149 1909 기유 력 209 1968 무신 역서

150 1910 경술 력 210 1969 기유 역서

151 1910 경술 시헌서11 211 1970 경술 역서

152 1911 신해 조선민력 212 1971 신해 역서

153 1912 임자 조선민력 213 1972 임자 역서

154 1913 계축 조선민력 214 1973 계축 역서

155 1914 갑인 조선민력 215 1974 갑인 역서17

156 1915 을묘 조선민력 216 1975 을묘 역서

157 1916 병진 조선민력 217 1976 병진 역서

158 1917 정사 조선민력 218 1977 정사 역서

159 1918 무오 조선민력 219 1978 무오 역서

160 1919 기미 조선민력 220 1979 기미 역서

161 1920 경신 조선민력 221 1980 경신 역서

162 1921 신유 조선민력 222 1981 신유 역서

163 1922 임술 조선민력 223 1982 임술 역서

164 1923 계해 조선민력 224 1983 계해 역서

165 1924 갑자 조선민력 225 1984 갑자 역서

166 1925 을축 조선민력 226 1985 을축 역서

167 1926 병인 조선민력 227 1986 병인 역서

168 1927 정묘 조선민력 228 1987 정묘 역서

169 1928 무진 조선민력 229 1988 무진 역서

170 1929 기사 조선민력 230 1989 기사 역서

7 8월, 10월, 11월, 12월 누락.
8 연신방위도a 누락.
9 6월 누락.
10 월력요항표b, 연신방위도a, 11월 누락.
11 중국역서.
12 월력요항표b 윗부분이 잘림. 이미지가 흐림.
13 12월 누락.
14 1월a 누락.
15 47페이지부터 누락.
16 43, 44페이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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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속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순번 연도 세차 역서명

171 1930 경오 조선민력 231 1990 경오 역서

172 1931 신미 조선민력 232 1991 신미 역서

173 1932 임신 조선민력 233 1992 임신 역서

174 1933 계유 조선민력 234 1993 계유 역서

175 1934 갑술 조선민력 235 1994 갑술 역서

176 1935 을해 조선민력 236 1995 을해 역서

177 1936 병자 조선민력 237 1996 병자 역서

178 1937 정축 약력 238 1997 정축 역서

179 1938 무인 약력 239 1998 무인 역서

180 1939 기묘 약력 240 1999 기묘 역서

241 2000 경진 역서 247 2006 병술 역서

242 2001 신사 역서 248 2007 정해 역서

243 2002 임오 역서 249 2008 무자 역서

244 2003 계미 역서 250 2009 기축 역서

245 2004 갑신 역서 251 2010 경인 역서

246 2005 을유 역서

252 백중력18 256 천세력22

253 백중력19 257 만세력23

254 백중력20 258 만세력24

255 백중력21

17 53, 60페이지는 원본에 이상.
18 1653년 – 1752년(100년간).
19 1693년 – 1792년(100년간).
20 1703년 – 1802년(100년간).
21 1780년 – 1907년(128년간).
22 1900년 – 1952년(53년간), 필사본.
23 1777년 – 2006년(230년간), 2006년 누락.
24 1900년 – 2100년(201년간).

B. 역서 데이터베이스 결본 목록

역서 기간 연도

대통력 – 1653 ∼1606

1608∼1610

1612∼1614

1616∼1628

1630∼1650

시헌력(서) 1654 – 1895 1674∼1727

1729∼1731

1733∼1736

1738∼1740

1742, 1744, 1754

1748∼1751

1753∼1771

1777,1778,1781,1782

1787∼1789

1791∼1795

1797,1799,1800

1802,1805,1810,1811

1813,1814,1817,1819

1822,1823,1825,1829

1831,1833,1834

력 1896 – 1910 1896∼1902

1904,1905,1907,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