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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Chon-Jeon-Do」is a woodcut star map with the size of 79.4  cm × 127.5 cm, and was widely 
disseminated as it was made into a set with Kim, Jung Ho’s 「Yeoji-Jeon-Do」. This study confirmed 
that Yixiang kaocheng xubian (『의상고성속편』) star catalogue was used as a source to produce the star 
map, and the stereographic projection was applied with the projection center being the mid-point (Q) 
between the celestial and ecliptic north poles. The ‘mid-circle’ around the Q is arisen between the equator 
and the ecliptic, and on this circle, the hour angle and the ecliptic longitude of a star can be marked 
using the same scale. This means that the hour of the day and the season of the year can be read on the 
same dial of the mid-circle, and the application of this character in the practical use was the key point of 
the star map production. By observing either transits or positions of the 28 xiu (宿), it is easy to find the 
corresponding season and time by simply reading the dial on the mid-circle. This is just the function of a 
portable almanac and thus by disseminating it widely,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would have been 
promoted. For this reason, it can be stated that 「Hon-Chon-Jeon-Do」 was a practical astronomical tool 
which was produced by the western astronomical projection method and was used to find time and season. 
Choi, Han Ki and Kim, Jung Ho are strong candidates for the makers of this star map. The time of 
production is estimated to be 1848 ~ 1857, and「Hon-Chon-Jeon-Do」could be regarded as a good 
contributor to popularization of astronomy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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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혼천전도」(渾天全圖)는 조선후기의 많은 사연을 담

고 있는 신기한 천문도(天文圖)이다. 성도(星圖)의 작도

가 매우 특이한데 이 점이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

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한다. 이 때문에 그동

안 학계는「혼천전도」를 천문학 원리에 합하는 “정상

적” 천문도로 볼 수 없었으며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이 

이끌리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작품이려

니 하는 기대와는 달리 놀랍게도「혼천전도」는 당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발한 투영법을 사용했다.「혼천전도」의 가치는 

당연히 작도법의 이런 독창성을 밝힐 때에 드러날 것이

기 때문에 본 연구는 투영법을 밝히는 것으로 주제를 

삼았다.
   「혼천전도」(渾天全圖)는 아직 제작자와 제작년도

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19세기 목판 천문도이다. 
목판은 79.4 cm × 127.5 cm 크기로 김정호가 만든「여

지전도」(輿地全圖)와 한 세트로 제작되어 보급되었다.1 
「혼천전도」의 최초 발견은 우리나라 고천문학계 원로

였던 전상운 교수에 의해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는 유적과 천문도를 서양에 소개했다2. 오늘날 ｢혼천전

1 법주사에 소장된 신법천문도(新法天文圖)는 최한기가 제작하고 

김정호가 목판을 만들어서 1834년(道先甲午)에 황도남항성도

(黃道南恒星圖)·황도북항성도(黃道北恒星圖)라는 이름으로 배

포되었다. 
2 Sang-woon Jeo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The MIT press,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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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渾天全圖)는 국내외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

며3, 대체로 동일 목판본 인쇄로 보인다4. 그러나 그중

에는 필사본도 있고, 나무판본도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혼천전도｣에 대한 수요가 당시에 적지 않았고 보급

도 널리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나「혼천전도」의 발견 이후 기대와는 달리 연

구는 오랜 기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성도의 특이성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

다가 유경로·박창범(1995)이 한국 천문도를 소개하는 글 

가운데 이것을 짤막하게 언급했고5, 2000년대에 들어와

서는 학술 논문으로 두 편이 발표되었다. 첫 논문은 문

중양의 2004년 논문으로「혼천전도」의 특이성을 당시 

신·고법 천문도를 절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

로 파악하고 천문학 소양이 없는 제작자가 절충을 무리

하게 시도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해하면서 

당시 학계 분위기를 대변해 주었다6.
   이렇듯 투영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없었던 이유 

때문에「혼천전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어떤 면

에서는 잊힌 자료였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에 나일성 교수에 의해서 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7 여기서는 투영법에 대한 언급 없

이「혼천전도」도해에 나오는 자료에 대한 몇 가지 특

징들이 연구되었다. 간략히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면, 첫

째, 별의 개수를 세어 쾨글러(Ignatius Kögler, 戴進賢 대

진현, 1680-1746)의 『의상고성(儀象考成)』과 아담샬

(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탕약망, 
1591-1666)의 『신법산서(新法算書)』에 나오는 별의 개

수와 비교했다. 결과는「혼천전도」에 나오는 개수가 

『신법산서』 보다는 많으나 『의상고성』 보다는 크게 

적다는 것을 발견했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목판본의 

좁은 공간에 새겨 넣을 때 불필요한 별들은 제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24절기에 남중하는 

별의 목록을 『동국문헌비고』 자료와 비교했다. 두 자

료 사이의 시간각(hour angle) 차이는 분명하지만 오차

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무작위적인 점에 착안해서「혼

천전도」제작연대를 『동국문헌비고』 제작년도인 1744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1974 p.29.
3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

대 박물관, 온양 민속박물관, 전주대 박물관 등에 있다. 
4 인쇄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서각에 있는 것이 

後刷本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목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국에 다량 배포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5 유경로, 박창범 편,  1995,『한국의 천문도』 천문우주기획, p. 72.
6 문중양, 2004, “조선 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고법 천문도

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1호, pp. 50-53.
7 Nha, I. -S, Honchon Jon-do, a Star Map in the 18th Century, 

Frontiers of Oriental Astronomy (K. Y. Chen, and X. Sun, eds.), 
Beijing: China Science & Technology Press, 2006, pp. 53-66.

년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혼천전도」둘레에 

제공된 다양한 도해들을 연구했고 그 가운데 특히 행성

들의 직경과 거리에 대해 현대 수치와 비교했다. 여기

서 창의력이 돋보이는 점이 있는데, 곧 토성 둘레에 그

려진 다섯 위성, 곧 타이탄(Titan), 야페투스(Iapetus), 레

아(Rhea), 테티스(Tethys), 디오네(Dione)를 사용해서 

「혼천전도」의 제작년도를 1684-1789년으로 추정한 점

이다. 그러나 이는 전용훈(2018)이「혼천전도」의 절기

별 혼효중성 수치를 비교해서 제작년도로 1854-1860년

을 얻은 결과와 100년 정도 차이를 보이며8, 또 본 연

구가 얻은 제작년도 1848-1857년과도 차이를 보인다. 
   ｢혼천전도｣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점은 

공교한 판각 기술과 매우 많은 별들과 선들과 그림들과 

글자들을 판각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공을 들인 목각 작품이기 때문

에 이것을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무엇인가 

확실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이며 또 분명한 제

작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판각된 별

자리들을 자세히 보면 정밀도는 아주 좋다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니며 별자리 위치 또한 모양과 방향에도 부정

확성이 쉽게 눈에 띄는 정도임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런 정밀도로는 순수 학구적인 천문학 용도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항해용으로 제작되었다 해도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구적인 

용도의 천문학 도구도 아니면서 많은 별자리가 요구되

는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군데가 남는데 

곧 실용의 요구일 것이다. 말하자면 생활 요구에 부응

하는 시간·절기를 알려주는 실용 도구로서 여기에는 계

절에 따라 또 방위에 따라 많은 별자리들이 요구되지만 

관측 정밀도는 크게 까다롭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혼
천전도｣는 실용천문의 도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어떤 확실한 실용가치

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혼천전도」는 서양과학이 도래했던 조선후기에 발

생한 복잡한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유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제작된 지 이미 150여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투영법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서 ｢혼천전도｣의 투영법을 밝혀서 

유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

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혼천전도｣의 개관, 제 3장에서「혼

천전도」에 사용된 투영법을 규명하고, 제 4장에서는 

별자리 자료와 제작자 및 제작시기, 제 5장에서는 논의

를, 그리고 결론은 제 6장에 내려놓았다.

8 전용훈, 2018, “서양 성도(星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천문도(天
文圖)의 특징”, 동국사학 제64권, pp. 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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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천전도」의 개관

「혼천전도」에는 도합 336좌 별자리에 1449개 별이 그

려져 있다. 이는 숫자만 보면「天象列次分野之圖」의 

283좌 1467 성과 같은 규모이다. 이중에는 근남극불견

성(近南極不見星)이라 부르는 관측이 안되는 남반구 별

자리 33좌 121 별이 포함되어 있는데(그림 1 참조), 별

자리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전도의 신뢰

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도 둘레에는 그림과 표가 있는

데 간략히 설명하겠다. 우선 상단에는 칠정주천도(七政

周天圖)라 해서 해와 달과 토성과 고리띠와 5개 달, 목

Figure 1.  「혼천전도」의 전체 모습(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실제 크기는 가로 

79.4 cm 세로 127.5 cm 이며 목판본으로 한지에 인쇄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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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4개의 달, 그리고 화성, 금성, 수성의 망원경 영상 

스케치가 그려져 있고, 천체들의 크기와 거리 등이 간

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눈에 잘 띄는 전도 상단에 이것

을 판각해서 태양계에 관한 새 지식을 백성들에게 소개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옆에는 교식원리를 그린 

일월교식도(日月交食圖)가 있고, 24절태양출입시각(二十

四節太陽出入時刻) 표가 그 옆에 있다. 하단에는 24절

신혼중성(二十四節晨昏中星) 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24절(二十四節)이라는 이름으로 절반, 나머지 절반은 신

혼중성(晨昏中星)이라는 이름으로 왼쪽에 배치되어 있

다. 여기서 24절은 24절기이고, 신혼중성이란 새벽과 저

녁때 남중하는 별을 의미한다. 하단 오른편에는 칠정신

도(七政新圖)라는 이름으로 티코 브라헤(1546 ~ 1601)의 

우주모형, 왼쪽에는 칠정고도(七政古圖)라는 이름으로 

아리스토텔레스(384 ~ 322 BCE) 우주모형, 그리고 중간

에는 현망회삭도(弦望晦朔圖)라 해서 달의 위상을 해설

하는 그림이 설명과 함께 그려져 있다. 티코 브라헤 모

형은 아리스토텔레스 모형을 개량한 우주모형이지만 여

전히 천동설 모형이다. 그 외의 도해에 대한 자세한 해

설은 나일성(2006)에서 볼 수 있다. 한편「혼천전도」 

둘레에 제공된 자료들 가운데는 출처가 확인되는 것들

도 있다. 가령 칠정주천도(七政周天圖)는 마테오리치의 

건곤체의(乾坤體義)에 나오는 11중천(重天)에서 건곤체

도(乾坤體圖)를 바탕으로 거리 등의 자료를 천체별로 

추린 내용이다.9 그리고 일월교식 그림은 『역상고성(曆
象考成)』(1723)에 있는 교식총론의 그림과 비슷하고, 
일월오행의 망원경 관측 스케치는 대진현의 『황성총성

도』(1723)에 나오는 그림과 거의 같다. 
   전도 둘레에는 흥미롭게도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사

항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칠정주천도(七政周天圖)의 설명이다. 이곳에 

사용된 천체들의 거리와 주기 등의 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알마게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측되

는데 그래서 수치 자체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10 예를 

들어, 지구에서 달 48만 2522리, 수성 91만 8750리, 금

성 240만 681리, 태양 1605만 5690리, 화성 2741만 

2100리, 목성 1만 2676만 9504리, 토성 2만 577만 64리

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 거리는 모두 실제보다 짧게 

추정되었다. 오차는 먼 것일수록 큰데, 거리가 지수함수

적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은 흥미롭다. 자료

는 항성계(列宿天)까지의 거리를 32276만 9845리로 기

9 마테오리치(利瑪竇), 乾坤體義 新法算書, 影印本[台北: 商務印書
館, 民國60(1971)].

10 사크라보스코(Sacrabosco c. 1195 ~ c. 1256)의 유명한 천문학 

교과서 『구형세계(Sphaera Mundi)』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는 

1175년에 스페인 톨레도(Toledo)의 게라드 크레모나(Gerard of 
Cremona)가 라틴어로 번역한 프톨레미의 알마게스트(Almagest)
의 천문학 정수를 담아 소개한 책이다. 

록했는데 이것을 현대 수치와 비교하면 0.86 AU11 에 

해당한다. 항성계 거리 수치는 물론 아주 거대한 거리

이지만 실제 우주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대략 100만 배 

이상 축소된 항성계에 해당한다. 이 점은 사람이 육안

만 가지고 항성계를 관측하면 별들의 세계는 아담한 규

모로 보일 뿐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칠정주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현대 태

양계천문학을 방불케 하는 훌륭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태양의 흑점, 달의 구덩이, 금성의 위상변화, 
수성의 느린 자전, 화성의 ‘운하’ 모습, 목성의 줄무늬, 
토성의 고리간극 등 최신의 천문학이 소개되어 있다.
   둘째, 실용 자료에 해당하는 네 가지 표다. 표 가운

데, 첫째는 24절태양출입시각(二十四節太陽出入時刻)인
데 이는 24절기 때에 일출과 일몰의 때를 알려주고, 둘

째는 24절신혼중성(二十四節晨昏中星)이다. 이는 24절기

에 해당하는 날 새벽(晨)과 초저녁(昏)에 남중하는 별

(中星)의 표로서 그 때에 남중하는 별들을 관측하면 당

일의 절기를 읽을 수 있는 편리한 표다. 셋째는 태양의 

태양출입방위(太陽出入方位)이며 넷째는 태음출입방위

(太陰出入方位)이다. 이들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방위 

정보로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어 있다. 따라서 

별자리를 관측한 후 표를 사용하면 절기와 시각, 일출·
일몰 시각과 방위, 월출·월몰 방위 등 실생활과 그리고 

각종 생업에서 요구되는 시간·절기 정보를 편리하게 얻

을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는 나일성

(2006)과 전용훈(2108)에서 볼 수 있다. 한 장의 목판본

에 절기와 시간 등 다양한 실용천문학 정보를 담아 놓

은 것은 전도의 제작 목적이 실용을 위한 것이라고 짐

작하게 한다.
   셋째는 티코 브라헤의 우주도인 칠정신도(七政新圖)
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이 

눈에 띈다. 첫째는 태양 궤도를 본륜(本輪)이라 칭하고 

궤도가 두른 하늘을 일천(日天)이라 표현한 점이 특징

적이다.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으로 이들

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토성과 목성은 궤도가 

커서 항상 일천(日天) 밖에 있지만, 화성은 궤도는 비록 

크지만 일천을 완전히 쌀만큼 되지 못해서 일천을 끊고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금성과 수성의 두 궤도는 

작아서 일천을 쌀 수 없는데 지구도 쌀 수 없어서 “충
(衝)”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권(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권(圈)은 둘러싼

다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궤도(軌道)를 사용하므로 둘

러싸인 느낌이 덜하다. 권(圈)은 둘러싼 안쪽 공간과 바

11 마테오리치(利瑪竇), 乾坤體義. 현대 척도로는 달 1.93 × 105 
km, 수성 3.68 × 105 km, 금성 9.60 × 105 km, 태양  6.42 × 
106 km, 화성 1.10 × 107 km, 목성 5.07 × 107 km, 토성 8.23 
× 107 km, 항성계 1.29 × 108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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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 공간의 구별을 암시하고 또 둘러싸인 내부 공간이 

행성의 영향 안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듯해서 천동설

의 철학적 의미를 풍기는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

다. 판각상의 오류가 하나 눈에 띄는데, 금성은 달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수성은 달궤도와 접하도록 판각되어 

있다. 그 외에 지구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기록되어있

다. 가령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고 절반을 적도라 

하고 적도 둘레는 72,000리, 직경은 22,917리로 수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대수치에 72 %에 해당하는 값으로 

비교적 정확하다 할 수 있다.12 지구는 동쪽으로 하루 1
도를 이동한다는 내용도 있다. 
   넷째는 달의 위상을 나타낸 현망회삭도(弦望晦朔圖)
에 대한 설명이다. 음영(陰影)을 설명할 때는 태양 빛에 

대한 기하학을 사용했는데 이것으로 朔(그믐)과 望(보
름) 등의 발생을 설명했다. 여기서 태양과 달은 시반경

이 거의 같고 둘은 모두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다

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하고 있다. 실제 태양과 달까지

의 거리는 현저히 달라서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할 때는 

평행광이 되는 원리를 그림에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망회삭도는 달의 위상을 나타내는 용

도에 있어서 훌륭한 원리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또는 천문

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도인 칠정고도(七政古圖)에 

대한 설명이다. 오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중 토성 목성 화성은 항상 태양 위에 있

고 금성 수성은 항상 태양 아래에 있다. 태양 위와 태

양 아래라는 구분은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의미 

있는 표현으로 다가온다. 별의 크기와 거리 그리고 은

하(銀河)에 대한 기록도 여기에 나온다. 항성들은 밝기

가 달라서 밝은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고 육안으로 

볼 때에는 6등급까지 구분하는데 별들까지의 거리는 아

주 멀어서 작게 보일 뿐 실제는 큰 천체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그와 같이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는 별들의 

숫자가 우주에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점도 기록했다. 세

차운동에 대해서는 수치까지 나타냈는데 매년 51초 또

는 72년 동안 1도를 움직이는 것으로 거의 정확하게 기

록하고 있다.13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은하에 대한 설명이

다. 은하(銀河)라는 것은 무수한 별들이 모여 있는 것으

로서 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별들은 서로 빛이 비춰

서 희게 보이며 그 까닭에 옛사람들이 이것을 은하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면 현대

천문학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이것은 갈릴레이의 망

원경 관측 이래 유럽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요

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백성에게는 신기하

12 Arthur N, Cox, editor Allen’s Astrophysical Quantities, 4th Ed.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2004).

13 현대 수치는 일년에 50.3초, 1도 이동하는데 71.57년 걸린다. 

고 유용한 이야기였음에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별자리 둘레에 그려진 띠에 대해서 언급

하기로 하자. 띠에는 5개의 값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곧 

24절기, 황도 12궁, 12시진(時辰), 12분야(分野), 12차(次)
이다14&15. 24절기는 황도 궤적을 24 등분한 것이므로 

황경 좌표축으로 볼 수 있으며 서양의 황도 12궁과 같

은 기능이다. 황경 방향은 「혼천전도」에 시계 방향으

로 그려져 있고, 시간은 정북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돌

면서 측정하므로 시진은 황경 방향과 반대가 되는 반시

계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시진의 기준점인 자

궁(子宮)은 북쪽도 아니고 춘분방향도 아닌 어중간한 

북서 방향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세차운동에 의해 발생

하는 기준점 이동에 따른 변동일 것으로 보인다. 12분

야(分野)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식으로 하늘

을 12개 분야로 나눈 것이다. 십이차(十二次)라 함은 목

성(歲星)이 황도를 따라 한해에 (거의)한 차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12년 뒤에는 천구상의 제자리로 돌

아오는 원리를 이용해서 세성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해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이
라 부른다. 12차(次)는 하늘을 서에서 동으로 세어가면

서 적도(赤道) 360도를 12 등분해서 명명한 이름으로 

적경좌표계 기능을 한다16. 예를 들어 목성이 성기(星
紀)라는 성차에 머물면 그해를 세재성기(歲在星紀)라고 

표기하고, 다음 해는 목성이 조금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반시계방향) 세재현효(歲在玄枵)라는 해가 된다. 그러

나 목성은 공전주기가 11.862년으로 12년과 거의 같으

나 정확하게는 1.0116배 빠르기 때문에 매년 한 차씩 

14 12시진(時辰)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
酉戌亥), 황도 12궁(宮)은 양자리(白羊, Aries), 황소자리(金牛, 
Taurus), 쌍둥이자리(陰陽, Gemini), 게자리(巨蟹, Cancer), 사자

자리(獅子, Leo), 처녀자리(女, Virgo), 천칭자리(天坪, Libra), 
전갈자리(天蝎, Scorpio), 사수자리(人馬, Sagittarius), 염소자리

(摩竭, Capricorn), 물병자리(寶甁, Aquarius), 물고기자리(雙魚, 
Pisces)이다.

15 12분야(分野)는 하늘을 12분야로 나눈 것으로 점성에 사용되었

는데 정(鄭), 송(宋), 연(燕), 월(越), 제(齊), 위(衛), 노(魯), 조

(趙), 위(魏), 진(秦), 주(周), 초(楚)나라의 분야 곧 지분(之分)이
다. 12차(次)란 하늘을 12개로 나눈 것으로 목성이 자신의 운

행주기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년수의 추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들이 수성

(壽星), 대화(大火), 석목(析木), 성기(星紀), 현효(玄枵), 추자(諏
眥), 강루(降婁), 대량(大梁), 실침(實沈), 순수(鶉首), 순화(鶉
火), 순미(鶉尾)이다. 

16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십이차 (十二次). 태양계 운동방

향은 황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반

시계방향이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시계방향이다. 행성

들의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평사투영법처럼 아래

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행성들은 시계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황경, 적경, 24절기, 황도12궁, 12차 등은 

「혼천전도」에 시계방향으로 그려지고, 12時辰 (12支) 방향은 

시간각(hour angle)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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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 86년이 지나면 성차 

하나를 앞질러 가는 초진(超辰)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

상은 늘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혼천전도」는 성기(星
紀)를 동지에 일치시켰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60갑자

로 기년(紀年)하는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으로 세성기

년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띠를 사용해서 「혼

천전도」는 황도 12궁 및 24절기와 시진을 사용해서 황

경값과 시간값을 측정할 수 있고, 십이차를 사용해서 

년수(年數)까지 측정할 수 있다. 

3. 「혼천전도」의 투영법

3.1. 전체적 특징

앞서 보았듯이 「혼천전도」는 누가 보아도 특이한 천

문도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특이한데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의문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지도의 

중심은 황극(K)도 아니고 북극(P)도 아니며, K와 P의 

중앙점이다. 이 점을 이제 Q 점이라 부르겠다. Q 점은 

천문학에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투영

법을 사용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 황도와 적도는 Q에 대해서 대칭적이며 

동일한 크기의 완전한 원으로 그려져 있다. Q를 투영점

으로 해서 평사투영(stereographic projection)을 했다면 

적도·황도 원의 형태에는 왜곡이 없어야 한다. 셋째, Q
를 중심으로 방사선들이 규칙적으로 그려져 있다. 보통 

P에서는 시간선이 나오고 K에서는 절기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선들이 하나로 융합된 듯한 느낌을 준다. 
넷째,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은 춘·추분점이며 두 점

은 Q를 통과하는 직선상에 있다. 여기서 춘분과 추분점

이 직선을 이룬다는 것이 파격적 발상인데 이런 상태는 

오직 Q 점을 투영점으로 해서 평사투영을 했을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왜 이런 투영이 시도되었는지 흥미롭

다. 다섯째, Q 둘레에는 작은 원이 그려져 있는데 고법

천문도 북극 주변의 내규(內規)가 아니라 반경 23.5도 

원이다. 고법천문도에는 위도 38도에서 본 주극원(週極

圓)을 그리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와 같이 반경 23.5
도(황도경사각; obliquity of the ecliptic)의 작은 원을 Q 
둘레에 그린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반경 23.5도 

원은「적도남북양총성도」와 「황도남북양총성도」에 

보면 P 둘레에 그려져 있으므로 이것이 서양천문도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전도의 

방향인데「혼천전도」는「천상열차분야지도」의 방향에

서 반시계방향으로 45도 돌렸고,「황도남북양총성도」

의 방향과는 90도 차이가 있다. 전도의 방향을 어디로 

놓느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성도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상 여섯 가지 의문점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Q 
점일 것이다. Q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반경 23.5도 

원은 P와 K를 포함하는 참고선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중간원의 편평도는 측정결과 1 % 미만으로 나오므로 

오차를 감안한다면 원이라 할 수 있다. Q에서 뻗어 나

오는 등간격의 절기 및 시간선의 의미는 아래 투영법 

단원에서 밝혔다. 

3.2. 「혼천전도」투영법

「혼천전도」에 사용된 투영법은 평사투영법

(stereographic projection)이다. 이는 서양과학이 가져온 

신(新)투영법으로서「천상열차분야지도」에 사용된 개

도(蓋圖)17라는 전통적 고법 투영법과 대조를 이룬다. 
개도는 천문도면 상에서의 별의 위치를 거극도(polar 
distance)에 비례하는 길이로 나타내므로 도면상의 북극

거리를 가지고 별의 거극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 황도와 적도가 동일한 크기의 

원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미학적 만족

감을 준다. 그러나 북극이 중심이므로 황도가 한 쪽에 

치우치며, 도면에 황경선이 곡선으로 나타나므로 황경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가령 북극

에서 춘분점과 추분점을 이었을 때 두 선이 한 직선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황경 기준도 애매하다. 실제로 P와 

K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 경도선은 직선은 그릴 

수 없고 모두 휘어진 곡선일 뿐이다. 
   「혼천전도」는 과연 평사투영법을 사용했을까? 이

것을 확인하려면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별의 카탈

로그를 사용하면 된다. 즉, 카탈로그 상의 거극도를 실

제 도면상에서 측정한 거극도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

다. 평사투영은 구면을 평면에 투영하는 방식이므로 예

를 들어 북극을 투영점으로 해서 투영하면 카탈로그 거

극도가 늘어남에 따라 도면상의 거리는 왜곡되어 비선

형적으로 더 길게 나온다. 물론「천상열차분야지도」에

서는 둘이 정비례하므로 이런 비선형성이 없다.   
   그림 2, 3, 4에서는「혼천전도」,「천상열차분야지

도」,「황도남북양총성도」, 이상 세 천문도를 사용해서 

도면상에서 측정한 별의 거리와 이 별들의 카탈로그 거

극도 값을 비교했다. 평사투영법은 도면상에 투영되는 

별까지의 거리가 거극도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먼 곳에 투영되기 때문에 도표, 곧 도면상의 거리 

대 카탈로그 거극도에서 점들은 휘어져 나타난다. 만약 

이것이 휘지 않고 직선으로 나타난다면 개도(蓋圖)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850년도 Q 점 기준 거극도를 얻으려면, 우선 카탈

로그에 기록된 별들의 2,000년 역원(J2000년) 값을 사용

한다18. 세차운동은 북극을 이동시키므로 1850년 북극을

17 송두종, 2006, 천상열차분야지도 성수 비교 분석, 『한국의 고천

문학 및 천상열차분야지도 워크숍 논문집』, 한국천문연구원, 
pp. 2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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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좌표계의 극축으로 삼고 이에 대해 좌표변환을 한

다. 그런 다음 거극도를 측정하되, 북극이 아니라 Q 점

을 극으로 좌표변환을 한 번 더한 후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별들의 오늘날 사용하는 정밀 좌표값을 가지고 

1850년에 세차운동이 보정된 Q 점 거극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이것들이 도표에 사용되었다. 그림에서 보듯

이,「혼천전도」에는 평사투영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선형성을 보이므로 평사투영법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

다. 
   특기할 점은「황도남북양총성도」는 평사투영법으로 

제작된 천문도이며 또 비선형성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

18 Hog, E., Fabricius, C., Makarov, V. V., et al., 2000, “The 
Tycho-2 Catalogue of the 2.5 Million Brightest Stars”, A&Ap 35, 
L27.

러나「혼천전도」에는 그런 정도로 분명히 보이지는 않

는다. 이것은 별들의 위치가 부정확하게 판각되었기 때

문으로 보이는데, 비선형성이 잘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거극도 기준으로 90도 보다 작은 쪽에는 의외로 점들의 

분산이 크기 때문이다.「천상열차분야지도」는 기대한 

대로 직선으로 나타나므로「혼천전도」와는 투영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사투영의 경우 투영된 길이 L과 거극도   사이에

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

다. 

   

sin

 sin

Figure 2. 「혼천전도」 상에서 Q 점을 극으로 삼아서 측정한 거극 길이와 현대 

카탈로그에서 얻은 실제 별의 1850년도 Q 점 거극도를 비교했다. 별들의 개수

는 모두 98개로 이들은 28수에 속한 별들과 그리고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사자

자리, 큰곰자리, 거문고자리 등 북반구의 대표적인 별자리의 것들로서「혼천전

도」상에서 확인하고 측정했다. 1850년도 거극도는 이들 별들의 J2000년 카탈로

그 값을 사용해서 1850년도 북극으로 세차운동 변환을 시킨 후 Q 점으로 좌표

변환을 해서 Q 극으로 해서 측정된 거극도 값들이다. Y 축은 임의 단위(cm)이
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혼천전도」상에서 측정된 거극 길이는 실제 별의 

거극도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서 점선으로 그린 직선 위로 팽창하는데 이

는 「혼천전도」 투영법이 평사투영법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실선은 평사투

영법이라면 따라야 하는   그래프인데 (본문에 설명 참조) 거극 길이가 거

극도 90도 근처에서는 잘 맞지만 거극도가 작거나 또는 아주 클 때는 맞지 않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국「혼천전도」는 점선을 따라야 하는 고법투영도 아

니며  를 따르는 평사투영법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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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투영법에 의한 거극도의 왜곡을 보다 정밀하게 보

기 위해서 그림 2에  를 비교해 보았다. 「혼천전

도」상에서 측정한 별들의 위치에는 비선형 왜곡이 분

명해서 평사투영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보

면 평사투영법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 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부연하면, 그림 2에  의 선과 비교했을 때 

점들은 거극도 60-100도 근처에서는 잘 맞지만, 그 이

상에서는 쳐지고 그 이하에서는 지나친다. 이 점에 대

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평사투영법은 별자리의 모양이 어느 방향에서 

관측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구면상에 어떤 한 작은 원이 있을 때 이를 평사투

영하면 원이 어떤 방향에 있든지 원의 형태를 잘 유지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경이나 황경

과 같은 동서편도방향으로 나타나는 왜곡 정도가 남북

위도방향으로 나타나는 왜곡과 같은 율로 나타나도록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극도에는 왜곡

이 나타나지만 기준선에 대해서 경도를 측정하면 길이

가 늘어난 만큼 횡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도의 왜곡

은 없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런 특징은 그림 5에 나타

난다. 그림에는 특정한 경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거극도와 비교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별들의 경도는 거극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서편도상의 왜곡이 남북위도상의 

왜곡과 동일 비율로 투영된다는 평사투영법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결과이다. 이는「혼천전도」의 투영법이 평

사투영법임을 입증한다. 다만 그림 5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혼천전도」는 제작상의 편리를 위해서 적도에서 

먼 남반구 영역과 Q 극 근처에서 투영을 조정한 것으

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영의 원리를 따라 거

극도가 90도 이상이 되는 남반구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급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거극도가 증가함에 따

라 길이의 증가율이 급해지는데 만약 먼 남반구 별들을 

포함시키면「혼천전도」도면의 크기가 커져서 별을 개

수가 희박해지므로 빈공간만 많아지게 된다. 구체적 수

치를 보면 조정이 없으면 전도는 79.4 cm × 127.5 cm에

서 133.4 cm × 181.5 cm로 커질 수밖에 없다. 너무 크

면 휴대하기 어렵고 제작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한편 반대로 Q 점 근처는 투영 원리에 따라 축소되

어야하기 때문에 목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Figure 3.  「천상열차분야지도」상의 거극 길이와 현대 카탈로그에서 얻은 

실제 별의 1395년도 거극도를 비교했다. 별들의 개수는 모두 89개로 28수

의 별들과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큰곰자리 등 북반구의 대표적인 별자리의 

것들을 확인하고 측정했다. 1395년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연도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택한 연수다. 1395년 거극도를 얻는 방법은 그림 2의 설명

을 참조할 것. Y 축은 임의 단위(cm)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법천문도

에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거극도 값과 거극 길이가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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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이르게 된다. 곧 Q 점 근처는 확대하고, 적도 

이남의 특별히 먼 남반구 영역은 축소해서「혼천전도」

를 경제적 크기로 만들어서 별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

었다고 생각된다.「혼천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적도 부근의 별들이므로 거극도 90도를 기준

으로 위·아래 적절한 넓이의 띠 영역에만 투영을 정확

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평사투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카탈로그에서 

얻은 경도를 Q 극으로 이동시킨 경도와 도면 위에서 

측정한 Q 극 경도 값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림 6에

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았다. 도합 52 개의 별들에 

대해서「혼천전도」상에서의 경도를 측정했는데 이를 

실제 경도와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면, 일부 별들을 제

외하면, 대부분 경도차이가 ±5도 이내에 있다. 또한 X 
축을 따라 기울기가 없는 것이 보인다. 이는 Q 점 경도

가 한쪽 방향에서는 크고 한쪽 방향에서는 작은 것과 

같은 조직적 오차도 없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경

도선들이 Q 점을 중심으로 평사투영을 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방사선 형태로 뻗어 나감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해서 보면 별자리 목각에 평사

투영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오

차가 생각보다 크다. 이 점은 평사투영을 하되 정확한 

수학 공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경험지식으

로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
   Q 점 경도는 직선으로 나오므로 경도상의 왜곡은 

없지만 P 극 중심의 적경과 황극 중심의 황경 값에는 

당연히 왜곡이 있다. Q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극 중

심 경도선인 시간선과 황극 중심 경도선인 절기선은 모

두 왜곡되어 원호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혼천전

도」에서도 시간값과 절기값을 읽으려 한다면 왜곡된 

투영으로 인해서 모두 틀린 값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

러나 한 가지가 예외이며 이것이「혼천전도」를 만들게 

한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다. 곧 두 개의 왜곡된 시간·
절기선들이 ‘중간원’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황도남북양총성도」상의 황극 거극 길이와 현대 카탈로그에서 얻은 

실제 별의 1850년도 황극 거극도를 비교했다. 별들의 개수는 모두 96개로 28수

의 별들과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사자자리 등 북반구의 대표적인 별자리의 것

들을 확인하고 측정했다. 1850년도 거극도를 얻는 방법은 그림 2를 참조할 것. 
황도남북양총성도는 평사투영법으로 그려진 천문도이다. 그래프는 거극도 90도

를 기준으로 그렸다. Y 축은 임의 단위(cm)이다. 거극 길이는 90도를 기준으로 

전에는 더 짧게(직선 아래로), 후에는 더 길게(직선 위로) 나타난다. 이는 평사

투영법의 전형적인 특성인데「혼천전도」상에서 보는 그림 2의 모습과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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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는 Q를 중심으로 평사투영을 했을 때 P와 

K를 중심으로 그려진 구면좌표계 grid를 보였다. 곡선

으로 휘어진 경도선들은 서로 어우러져서 어떤 묘한 기

하학적 패턴을 이룬다.  
   그림 7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도선은 모두 휘는데 이들은 Q
를 투영의 중심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평사투영법의 자

연스런 특징이다. 둘째, P와 K에서 곡선으로 뻗어 나오

는 경도선들은 적도와 황도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교차

한다. 교차점들을 이어보면 하나의 원을  이루는데(적
도보다 조금 작은 원) 황도와 적도 중간에 위치한다. 
평사투영법의 왜곡 때문에 실제 중간원의 위치는 황도

와 적도의 중간 위치에 있게 된다. 셋째, P에서 나오는 

시간선과 K에서 나오는 절기선은 중간원에서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일치한다는 것은 

절기와 시간을 중간원에서는 함께 측정할 수 있다는 뜻

이 된다.「혼천전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면의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이 특징일 것이다. 
   Q 점에서 나오는 경도선은 직선이며 이는 P극과 K

극에서 나오는 적경선 및 황경선과 중간원 위의 같은 

점에서 교차한다. 다시 말하면 세 선이 모두 한 점에서 

교차한다. 그런데 Q 극 경도는 직선형으로 읽기가 단순

하기 때문에 교차점에서의 적경과 황경 역시 단순하게 

알 수 있다. 이 특성이 곡선형의 적경선·황경선에서 오

는 난점을 단숨에 해결해준다. 따라서 이 특징을 해와 

달과 28수 별자리들의 위치에 적용하면 실용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해와 달과 이들 28수 별자

리들이 모두 중간원 위·아래 좁은 띠 영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관측자가 어느 날 절기 곧 태양의 

위치를 측정한다고 하자. 그날 새벽과 저녁에 어떤 별

이 남중하는지를 알면 24절신혼중성표(二十四節晨昏中

星表)에서 절기를 알아낸다. 역도 가능하다. 만약 어떤 

절기에 가까울 것이 예측되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새벽

과 저녁에 남중하는 별을 실제 관측함으로서 절기를 확

정할 수 있다. 일단 절기가 확정되면 태양의 위치는 황

도 상의 그 절기 위치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이 절기 

위치를 시간 기준선으로 삼아서 시간을 측정한다. 별은

Figure 5.  「혼천전도」에서 측정한 경도와 세차운동과 좌표변화 후의 현대 

카타로그 경도 값을 비교했다. 도합 47개 별의 경도를 임의의 기준경도에 

대한 경도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준 경도는 임의의 경도이며 이는 

춘분 기준으로 60도 선과 240도 선으로 했다. 직선은 y = x 그래프이다. 그

림에 점들은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혼천전도」에는 Q 극 경

도가 왜곡이 없이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투영의 결과 남북

위도 방향으로 늘어나는 율과 동일한 율로 동서편도방향도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곧 평사투영법의 특징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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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계방향으로 지고 시간선은「혼천전도」상에 2시간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 왼쪽 첫

째 시간선 상의 별들이 남중한다. 가령 오늘이 추분이

다. 시간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은 밤이고 위수

(危宿)가 남중하고 있는데 몇 시일까? 「혼천전도」를 

보니 위수(危宿)까지 시간선은 왼쪽으로 다섯 줄이 있

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은 기준선에서 +10시간이므로 

저녁 10시다. 그후 몇 시간이 지났더니 황소자리인 필

수(畢宿)가 이제 남중하고 있다. 「혼천전도」시간선을 

보면 필수는 오른쪽으로 4 번째 선상에 있다. 그러면 

기준선에서 –8시간이므로 (또는 +16시간이므로) 새벽 4
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혼천전도」는 간단한 육안 

관측으로 시간 및 절기 정보를 얻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런 전술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면 결국, 「혼천전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절기값

과 시간값을 쉽게 알게 해주는 휴대용 역서 기능을 위

해 Q 점 평사투영을 사용해서 제작된 실용천문 도구였

음을 알 수 있다. 제작자는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목판본을 제작했어야만 했을 것

이다. 

4. 별자리 자료와 제작자 및 제작시기 

「혼천전도」 제작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한기(崔漢綺, 1803 ~ 1879)일 것이다. 그는 이미 1834

년(순조 34)에 김정호(金正浩, ? ~ 1864)와 함께 쾨글러

(Kögler, Ignatius)의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總

星圖)를 원본으로 해서 「황도북항성도」(黃道北恒星圖)
와 「황도남항성도」(黃道南恒星圖)를 목각(木刻)했다.19 
「황도남북양총성도」는 김태서(金兌瑞)와 안국빈(安國

賓)이 1742년(영조 18)에 청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신법천문도(新法天文圖)」라는 이름으로 관상감에서 

만든 것으로서 쾨글러의 대성표(大星表)가 사용되었고 

채색 종이 8폭 병풍으로(높이 183 cm, 너비 451 cm) 제

작되었다20. 현재 한 폭은 속리산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

다21&22.

19 김정호(金正浩)가 복각(復刻)한 성좌도(星座圖)로서 황도북항성

도(黃道北恒星圖)와 황도남항성도(黃道南恒星圖)의 두 쪽으로 

되어 있으며  ‘道光甲午泰然齋刊(도광갑오태연재간)’이라는 간

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태연재(泰然齋)라는 호는 최한기

의 호로 밝혀졌다(이상태,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 지

리학 제26권 제 2집 1991년 pp. 139-144 참고).
20 이문현, 2001, “영조대 천문도의 제작과 서양 천문도에 대한 수

용태도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신·구법천문도」를 중심으로”, 
생활문물연구 3집.

21 이용범(1966)은「신법천문도」가 1743년에 제작된 것으로, 안상현

(2011)은「신구법천문도」병풍이 176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했다. 
22 전상운,『한국과학기술사』(韓國科學技術史)(서울: 정음사, 1979).

Figure 6.  「혼천전도」에 읽은 경도값이 믿을만한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도

합 52개의 별을 택해서「혼천전도」에서 읽은 경도값과 현대 카탈로그에서 세

차운동과 Q 점 좌표변환 후에 얻은 경도 값을 비교했다. 일부 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측정 경도가 실제 경도와 ±5도 이내에 있다.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별

들은 투영 오차라기보다는 판각 오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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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별자리 자료

논리적으로 보면, 「혼천전도」별자리 자료가 쾨글러의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總星圖)에서 왔을 가

능성이 있다. 물론 사용 가능한 카탈로그는 1644년에 

제작된 탕양망의 『신법산서(新法算書)』(성표부분), 
1674년에 남회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

Figure 7.  Q를 투영의 중심으로 하고 평사투영을 했을 때, P와 K에 대해서 그려진 구면좌표계의 

그리드를 보여주었다(P는 북극, K는 황극, Q 극이다). 황도와 적도는 각각의 극에 대해서 대원

으로 나타난다(노란색은 황도, 빨간색은 적도, 파란색은 ‘중간원’). 둘레의 숫자는 적경(황경)으로 

천구에는 반시계방향으로 나타나나 평사투영에는 시계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

이 ‘중간원’에는 세 선이 일치한다; 황경 곡선과 적경 곡선과 Q 극에서 나온 경도선이 일치한

다. 따라서 ‘중간원’ 근처에 있는 천체, 곧 행성이나 28수의 경도값을 측정하려면 Q 극에서 방

출되는 직선의 경도값과 비교하면 되는데 이 값은「혼천전도」띠에 기록되어 있다. Q 경도가 

직선형이어서 손쉽게 알 수 있으며 띠에서는 황도값과 시간값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다. 이렇게 

Q 점 투영은 종전까지는 경도선이 곡선형이라서 측정도 어렵거니와 값도 시간값과 황경값을 따

로 따로 읽어야 했던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므로 제작자가 이에 착안해서「혼천전도」를 실용

천문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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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대의상지(靈臺儀象志)』(성표부분)가 있으나 쾨

글러 자료만 못하다. 그러나 만약 제작시기를 1850년 

즈음으로 본다면 1754년에 완성된 쾨글러 대성표인 

『흠정의상고성(欽定儀象考成)』(성표부분)은 이미 100
년이나 오래된 자료였기 때문에 최신의 카탈로그를 원

한다면 1845년에 청의 주여경(周餘慶)이 편집한 『의상

고성속편(儀象考成續篇)』(성표부분)을 사용할 수 있었

을 것이다. 남병길(南秉吉)은 관상감 제조였는데 1861년

에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로서는 조선 최신의 카탈로그

인 성경(星經)을 출판했다. 『의상고성속편』은 주여경

이 『흠정의상고성』에다가 157개 별을 추가해서 총합 

3240개 별을 수록한 성표를 만든 것이므로 사실상 두 

자료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3.
   「황도남북양총성도」도 평사투영법으로 제작된 것

이므로 혹시 「혼천전도」가 이것의 모사일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천문도들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우선 두 카탈로그 가운데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천전도」별자리를 쾨글

러의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總星圖)와 주여

경(周餘慶)의 『의상고성속편(儀象考成續篇)』과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주여경의 1845년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데

에는 두 개의 증거가 있다. 
   첫째, 별자리 모양이 주여경의 『속편(儀象考成續

篇)』과 더 비슷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혼천전도」

에 북극 근처 별자리인 태자(太子)는 의상고성에는 안 

나오지만 속편에는 나오고, 또 다른 북극 근처 별자리

인 내계(內階)는 모양이 『의상고성(欽定儀象考成)』의 

것과는 다르지만 속편의 것과 같은 모양으로 판각되어 

있다. 조금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별자리로는 28수

의 하나인 성수(星宿)를 들 수 있다. 의상고성에는 14개

의 별을 이어서 성수(星宿)를 구성해 놓았는데 속편에

는 16개를 이어놓았다. 16개 별로 이루어진 긴 별자리

는 중간에 헌원(軒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어놓은 선

이 「혼천전도」에도 별 16개를 이어 동일하게 판각되

어 있다. 이것만 보면 「혼천전도」가 속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별자리는 속편

보다는 의상고성 쪽을 더 닮은 것들도 있어서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다. 
   둘째는 별의 개수다. 별을 적도 이북이나 황도 이북

에 국한해서 세어보면 「혼천전도」에 별이「황도남북

양총성도」보다 많다. 만약 「황도남북양총성도」를 원

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은 것

23 전준혁, 2017, “『성경(星經)』에 기록된 항성: 『의상고성속편(儀
象考成續篇)』 성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동정”, 한국과학사학

회지, 제39권 제1호, pp. 127-131.

이다. 그러나 만일 『의상고성속편(儀象考成續篇)』을 

원본으로 했다면 여기에는 『의상고성』에 없는 157개 

별이 추가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다. 도면상에

서 적도 및 황도 기준으로 북반구 별의 수를 직접 세었

는데, 결과는 「혼천전도」는 적도북반구에 1204개, 황

도북반구에 1168개, 황·적도북반구 모두 포함하면 1329
개였고, 「황도남북양총성도」는 적도북반구에 1184개, 
황도북반구에 1139개, 합계 1308개이다. 그러므로 양자

를 비교하면, 「혼천전도」가 적도북반구에서 20개, 황

도북반구에 29개, 황·적도 포함할 때 21개 더 많다(약 

1.5 %). 이를 보면 「혼천전도」는 『의상고성』이 아

니라 속편을 사용해서 판각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

로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별자리 자료에 대해서는 쾨글러의 『의상

고성』을 참고해서 만들되, 「혼천전도」는 주여경의 

『의상고성속편』을 주자료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의상고성속편』에도 천문도는 남·북반구 두 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북반구 총성도를 본체로 하고 

필요한 남반구 별자리들을 추가해서 한 장의「혼천전

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4.2. 제작자와 제작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자에는 최한기와 김정호가 

유력하다. 이에 추가해서, 최한기와 김정호 두 사람이 

같이 제작한 세계전도인「여지전도」(輿地全圖)가「혼

천전도」와 한 세트로 만들어져서 보급되었다는 점도

「혼천전도」의 양인 합작 가능성을 더 증가시켜 준다. 
   「여지전도」의 제작연도에 관련해서 오상학(2001)
의 추정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여

지전도」가 장정부(莊廷敷)의 「지구전후도」(1800년)를 

사용해서 1848년 ~ 1876년(개항)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했고, 한편 모사연구를 진행했던 오길순(2014)도 도면에

서 제작년도에 관한한 이견이 없는 것 같다.2425 그런데 

1848년(헌종 14)에 출간된 서계여(徐繼畬)의『영환지

략』(瀛環志略)을 고려한다면 상한을 개항 때인 1876년

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26. 왜냐하면 최한기는 1857년에

24 오길순, 2014,「여지전도」모사와 내용분석, 한국고지도연구, 6(2), 
65-113.

25 오상학, 2001, “목판본 여지전도의 특징과 지리사상사적 의의”, 
한국지도학회지 제1권 제1호 pp. 1-12.

26 『영환지략』(瀛環志略)은 청나라의 서계여(徐繼畬, 1795 ~ 1873).
가 1848년(헌종 14)에 출간한 세계 지리책으로 총 10권, 전체 

15만 자 분량의 방대한 책이다. 세계 각 대륙의 여러 나라를 

청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대륙과 국가의 정밀 

지도를 보이며 소개하는데 각국의 위치와 면적과 인구를 비

롯해서 다양한 내용을 논하고 있다. 각국에 대한 설명의 마지

막에는 자신의 평가를 기록하고 중요 부분을 강조함으로서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위기를 겪은 청이 세계정세를 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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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지략』를 참고해서『지구전요』(地球典要)를 출

판했는데 만약 「여지전도」가 1857년 『지구전요』이

후에 나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전

후도」는 『영환지략』에도 전도·후도 두 편이 있는데 

이것이 질에 있어서 그보다 48년이나 앞서 장정부(莊廷

敷)가 제작한 「지구전후도」(1800년) 보다 자세하고 좋

다. 그렇다면 「여지전도」를 그릴 때 만약 서계여의 

지도가 있었다면 구태여 반세기 가량이나 오래되었고 

정밀도도 떨어지는 장정부 것을 모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여지전도」 출판은 

서계여의 작품이 없었던 1857년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

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혼천전도」는 1834년에 제작된 목각본을 개량한 

버전이다. 이 목각본은 「여지전도」가 나올 때까지는 

14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제작 하한선을 1848년으로 

보면) 개량본이 나올만한 기간이다. 그런데「혼천전

도」는 모사해서 판각하는 작업이 아니라 첫째는 실용

을 위한 창안이 필요하고 둘째는 Q 점을 투영점으로 

해서 평사투영법을 적용해야 하는 비단순 작업이기 때

문에 기간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여지전도」

가 있어야 「혼천전도」가 보급되므로 두 전도가 다 완

성된 때는 좁혀질 수 있다. 곧, 하한은 「여지전도」에

서 취하고, 상한은 서계여 작품에서 취하면 결국 1848
년 ~ 1857년이 될 것이다. 
   「여지전도」의 모체는 1834년에 제작된 「지구전후

도」이며 「혼천전도」의 모체도 역시 같은 해인 1834
년에 제작된「황도남북항성도」(黃道南北恒星圖)이므로, 
둘이 같은 해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두 전도가 세트로 

제작된 의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지전

도」는 2매로 된 「지구전후도」에서 「지구전도」(地
球前圖)만을 택해서 가로 62 cm × 세로 86 cm 사각형 

도면에 그린 다음 몇몇 중국 지명을 추가한 것이다.27 
따라서 정밀도가 원본인 「지구전후도」에 못 미치는데 

이점에서 「여지전도」의 제작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이는 대중홍보용 또는 범용 지도 제작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지전도」는 당

시 백성들의 세계 이해를 돕고 이들을 계몽하려는 의도

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과학지식의 대중화와 실용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혼천전도」도 실용과 과학 지식의 대중

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텐데 대중화

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전개하기로 하겠다. 

바른 대책을 가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서양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저술의 계기가 되었다. 책은 곧 조선

과 일본에 번역되어 양국의 개화 과정에 기여했다.
27 오길순, ibid., p. 67.

5. 논의

「혼천전도」는 이렇게 서양 천문학의 도래를 실용의 

기회로 삼았다.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를 사용한 휴대용 

기구인 색성판(索星板, star finder)으로 항해시나 야외 

활동 시에 밝은 별들을 관측해서 시간과 날짜를 알아낸

다. 서양천문도와 함께 자명종이나 천리경과 같은 문물

이 들어왔던 조선 후기28,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

던 1850년대 조선, 지동설은 가설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이미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성인들은 알고 있었

다29&30. 「혼천전도」는 조선 말기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본 논의에서는 

세 가지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혼천전

도」의 배포에 관해서다. 당시 관에서 발행하는 역서는 

이미 많은 부수에 이르기까지 이미 널리 배포되고 있었

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천전도」가 백성들

에게 널리 배포되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는 Q 점 투영의 의미이다. Q 점 투영

은 창의적이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발한 착상과 실생활에의 응용성은 높이 평가되

어야 할 점임을 밝혀보았다. 셋째는 재발견 유물로서의 

가치다. 「혼천전도」가 유물로서 과연 어떤 가치가 있

는지 여기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조선시대 역서(曆書)의 간행부수와 배포에 관

해서는 박권수(2013)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역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조(正祖) 22년

에는 역서 간행부수가 38만 부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

다31. 1850년도 기준 당시 인구는 1,650만 명으로 추정

되는데32 오늘날처럼 시계나 달력을 쉽게 가질 수 없었

으므로 수요는 엄청났을 것 같다. 역서에 대한 이러한 

민간의 요구는 국가의 공식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을 짐작하는데 역서는 절기와 일출

일몰 월출월몰 등의 수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천문도 

보다 절기와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한다. 그렇기 때

문에 만약 시간과 절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혼천전

28 강명관, 2016,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안경, 망원경, 자명종

으로 살펴보는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사, 서울: 휴머니스트.
29 김선희, 2016, “19세기 조선학자의 자연철학에 관하여–최한기

의 기륜설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60호, pp. 75-114.
30 박권수, 1999, “최한기의 천문학 저술과 기륜설”, 과학사상 30

호, pp. 89-115.
31 박권수, 2013, “조선의 역서(曆書) 간행과 로컬사이언스”. 한국

과학사학회지, Vol. 35 No. 1, pp. 69-103.
32 권태환과 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

(On Population Estimates of the Yi Dynasty, 1392-1910)”, 동아

문화 (14). 이들의 추정치는 1850년에 1647만 명이다. 한편 역

대왕조실록의 호구수에서 추정된 인구는 이 보다 훨씬 적어

서 철종 3년 (1852년)에 681만 (158.8만 가구)으로 나온다. 이

는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성실 신고가 작용한 때문으

로 풀이된다.



「혼천전도」의 투영법 고찰                                   15

도」보다 역서 보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혼천전도」가 목판본으로 찍혀서 널리 

보급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는 

역서와 같은 두꺼운 책이 아니라 한 장의 지도라는 간

편성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고, 둘째는 별자리를 담은 

천문도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역서가 많이 배포되었다 해도 「혼천전도」는 

나름대로 쓰임새 있는 요긴한 도구이다. 가령 밤중의 

시간이라든지, 이동 중이거나 산간벽지나 고립된 촌락 

같이 역서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또는 매년 

다른 역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혼천전도」는 한 번 

소유하면 다시 바꿀 필요 없는 반영구성 등, 「혼천전

도」는 휴대용 역서로서 특별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서로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당시 사

람들에게는 우주 별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이들

에게는 우주란 삶의 환경으로서 우주를 알고 별자리를 

알고 절기와 때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현대인과는 달리 

발달되어 있었고 유교 경천사상(敬天思想)이 배후에 작

용하고 있었다. 하늘은 징조와 때를 보이고 사람은 관

상수시를 하며 사람은 하늘의 때를 알고 그 뜻대로 시

행하여 결실을 얻어 형통에 이르기를 원한다. 경천이란 

천문을 통해 때를 직접 경험하고 계절의 이치를 터득하

길 원하는 소원 안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에는 역서 외에도 별자리를 소유하고 시간과 절기를 직

접 얻는 것에서 특별한 만족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인터넷을 열기만 해도 정밀한 역서가 즉시 펼쳐

지는 과학기술시대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의 신

비를 직접 체험하길 원해서 천문을 살피고 관측하는 사

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둘째, Q 점 투영은 기발한 착상으로서 이것을 사용

해서 실생활 필요에 응용했다는 것은 창의적 응용의 좋

은 본보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Q 점 투영에는 동양

과 서양의 두 문화가 융합되었다. 서양은 별의 카탈로

그와 투영법을 제공했으며 동양은 별자리들과 12시진

(時辰)들과 24 절기를 제공했으며 이 둘이  융합되어 

조선의 실용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Q 점 투영에는 

단점도 있다. ‘중간원’에서만 시간선과 절기선이 일치할 

뿐 다른 곳에서는 값이 서로 다르고 선들이 모두 곡선

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기가 오히려 어

렵다는 점이다. 차라리 P 점이나 K 점에서 평사투영을 

했더라면 시간이나 절기 중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Q 점 투영으로 「혼

천전도」를 정밀과학도구로 사용하려면 별의 위치는 물

론이거니와 절기선과 시간선들에 있어서도 곡선을 자세

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판각 기술의 한계

를 감안한다면 「혼천전도」를 정밀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 

점 투영은 투영법의 특이성을 지혜롭게 파악하여 조선

의 실용 요구에 서양의 수리천문학적 투영법을 이어놓

은 융합적 산물로서의 의의를 분명히 나타내 준다. 
   만약 「혼천전도」가 28수로 절기선과 시간선을 보

여주는 용도로만 제작되었다면 구태여 1449개나 되는 

정좌 별자리들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33 그

럼에도 불구하고 28수 별자리 뿐 아니라 모든 별자리들

을 다 판각해야 했던 것은 전체 하늘을 담기 원했기 때

문이었다. 경천이란 별자리를 가지고 정보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마음의 관계, 곧 인간과 우주

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천은 전체 우주를 대상으로 요구

하기 때문이다. 
   셋째, 「혼천전도」의 유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유물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귀중한 가

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점이 부각되어 있다. 
첫째로 「혼천전도」는 서구문명에 대한 계몽과 개화의 

당위성을 반영해 준다. 당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국

제통상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를 따라 과학기술로 무

장한 서구세계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제작자는 백성

들로 하여금 서구세계의 발전상에 눈뜨게 하고 낙후된 

자국의 현실을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지리를 보여주는 「여

지전도」에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세트로 제작된 

「혼천전도」에는 최신의 망원경 관측을 스케치로 그린 

화보와 함께 태양 및 달과 및 행성들의 자료를 제공함

으로서 서양천문학 보급에 힘썼다. 동시에 「혼천전

도」는 하나의 단순한 천문도가 아니라, 서양과학과 전

통 천문도가 합성된 상징성 있는 융합체라는 점도 역시 

서양과학의 유익성을 대변해 준다. 둘째, 「혼천전도」

는 백성들로 하여금 천문학 대중화를 이끌어 주었다.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천문관측이란 오랫동안 관상수

시라는 전통 범주에 속해 있어서 통치자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전문가만 알 수 있었던 

우주의 신비를 이제는 Q 점 투영에 힘입어 누구나 체

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천문을 스스로 관측해서 절

기와 때를 파악함으로서 별자리의 의미를 재발견할 뿐 

아니라, 우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어 우주의 신비를 체

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혼천전도」는 전통

의 동양천문학 창달 뿐 아니라 서양천문학을 조선에 널

리 소개함으로서 천문학 대중화에도 이바지 했다고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33 정좌는 중국 전통 별자리로서 보천가에서 전승된 1319성과 남

반구 130성으로 총 1449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쾨글러가 

증좌(增座)한 1614성과 남반구 20성 합해서 도합 3083성으로 

만든 카탈로그가 『흠정의상고성(欽定儀象考成)』이며 『의상고

성속편(儀象考成續篇)』은 주여경이 여기에 157성을 추가해서 

3240개로 구성한 것이다. 



16                                          KIM & CHO

6. 결론

「혼천전도」(渾天全圖)는 79.4 cm × 127.5 cm 크기의 

목판 천문도로서 조선후기에 김정호가 만든 「여지전

도」(輿地全圖)와 한 세트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지금까지 「혼천전도」는 투영방법상의 특이성으로 인

해 유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었을 뿐 고법천문도나 서

양천문도에 속하지 않는 작품으로 학문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혼천전도」가 주여경(周餘慶)의 

『의상고성속편(儀象考成續篇)』을 원본으로 삼았고, 별

자리를 북극-황극 중간점인 Q를 중심으로 평사투영법

을 적용한 것을 확인함으로서 조선 후기의 사상적 환경

을 반영하는 유물임을 발견하였다. Q 점을 투영중심으

로 할 때 황도와 적도 사이에는 ‘중간원’이 형성되고, 
시간선과 절기선은 이 원상에서 같은 눈금을 가지게 된

다. 이는 ‘중간원’에서 시간과 절기를 직선으로 나타나

는 Q 점 경도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

하므로 제작자는 이 점에 착안해서 실용 천문도를 제작

했다. 관측자는 28수를 육안으로 측정하며 표와 중간원

에 기록된 눈금을 읽으면 관측 당시의 절기와 시간을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다. 또한 목성 위치를 측정해서 

년도를 알아낼 수 있도록 눈금을 구성했다. 이것은 백

성들의 생활에서 요구되는 휴대용 책력의 기능이므로 

제작자는 이를 제작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서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이로써 「혼천전도」는 서양전래의 

평사투영법을 활용해서 제작된 실용천문학 도구였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최한기와 김정호를 유력한 제작자로 

꼽았으며 제작 시기는 1848 ~ 1857년으로 좁힐 수 있

었고, 당대 천문학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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