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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ather charts made at November 1, 1905 that were supposed to be the first daily weather chart in 
Korea were found and the contents of them were described and investigated. They were consisted of three sheets 
of paper. The first sheet consists of 2 kinds of weather charts. The second one does 6 kinds, and the third 
one is a table where 51 stations' records are in it. The diagnosing method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harts were explained. Although it is slim, the possibilities of the other earlier charts than these are explaine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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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에는 한반도에서 근대기상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된다는 시각이 있어 한국 기상학계와 과학

사 학계에서는 기상사업 발달의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한상복 (2003)은 한반도의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기상사업발달의 역사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강수량과 기온의 

관측, 그리고 조직제도의 변화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100년 전, 근대 기상학이 태동되

던 시기의 사료가 잘 정리되었다.
그러나 예보역량의 발달과정이나 일기도의 작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이
는 한상복 박사가 기상예보 경험이 없는 해양물리학자

란 점, 그리고 한상복 외에는 기상학사를 연구한 사람

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긴 한계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상복의 관심이 미치지 못한, 최초에 발간

된 일기도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기상청에서는 최초의 일기도라 하여 1905년 11월 2

일의 일기도 한 장을 기상청 내의 전시실에 게시하여 

왔었다. 그런데 2004년 말경에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

원 부산기록정보센터 (2004년 5월 전의 명칭은 정부기

록보존소 였음)에 11월 1일의 천기도 (天氣圖, 당시는 

일기도를 이렇게 불렀음)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일일 

2장의 일기도와 1장의 기상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면에 유리테이프가 붙어 있는 등 많이 낡고 훼손되어, 
이미 판독 불가능한 곳이 많았으며, 머지않아 모두 판

독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였다. 그 때

문에 11월 2일자 일기도가 최초 일기도로 소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소고는 계속 훼손되어가는 고 일기도들을 부분

적으로나마 복원하고 보존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자 한다. 기상청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이 일기도와 함께 다른 초기 일기도

들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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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독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래서 이 일기도들이 훼손되고 나면 조사할 수 있는 기

회도 사라져 버릴 상황이다. 종이로 된 일기도는 언젠

가는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케너를 이용

하여 정밀한 그림 파일로 만들었다. 한 장의 일기도를 

여섯 등분하여 스캔한 다음 다시 합성하여 한 장으로 

복원하였다. 11월 1일자 3장과 2일자 기상표 한 장을 

합하여 4장을 이렇게 복원하였다. 그 외에도 처음 작성

된 시기를 전후한 일기도들을 20여장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했다. 복원된 11월 1일의 일기도로 기상

청 전시실의 일기도를 교체하였다. 11월 2일자 일기도

가 최초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일기도들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이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소고는 이 일기도를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고 일

기도의 원본이 없이, 추측으로 연구해야 할지도 모를 

후세의 연구자들을 위해서이다. 고 일기도에서는 일기

의 관측, 일기도의 기입 및 분석 방법에 있어서 현대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한글

이 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자와 일본어 그리

고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덧붙여 본 소고는 당시 이 일기도가 만들어진 역사

적 배경을 조사하여 일기도가 만들어지고 예보기술이 

발달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일기도가 그려진 시

점, 일기도에 기입된 관측 지점의 목록에서 당시의 국

제정세 및 일기도의 작성목적 등을 명확하게 밝혀 두

고자 함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이 일기도

가 한국에서 최초로 작성된 일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기도 작성의 시작점은 바로 현대

적 기상예보의 시작점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기 때문에 이 문제도 취급하였다.

2. 기상관측과 예보의 시작

2.1 일본의 일기도 작성과 부산 기상관측의 시작

일본에서는 1875년 6월 1일 동경 기상대가 설립되

면서 근대 기상의 관측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 된다. 그 

전에 외국인의 도움으로 기상 관측도 하고 일기도도 

그렸지만 일본은 중요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대기

상 백주년이란 기념사업을 1975년에 시행하였다. 
1884년 6월 1일부터 매일 천기예보 (지금의 일기예보)
를 시작하면서 폭풍경보와 천기예보에 사용하기 위해 

부산의 관측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884
년 6월 16일부터 일본중앙기상대 위탁사업으로 일본

전신국에서 부산의 기상관측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매일 1회 기상전보를 보내던 것이 1884년 12월 1일부

터는 매일 2회로 늘었고, 1885년 11월 1일부터는 매일 

3회로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기상관측치가 (일본

의) 일기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이다. 한상

복 (2003)은 1884년 7월부터 1885년 12월까지의 월평

균기온 자료는 Woeikof (1887)에서 찾고, 기타 자료도 

일본 명치관보 903호, 904호, 1034호 등에서 찾았다. 
그 후 일본은 1887년 1월에 동경기상대에서 일본중앙

기상대로 개칭하고 폭풍과 기상예보를 하기 시작했다.

2.2 러일전쟁과 아시아의 기상관측의 발달

1904년 대한 제국 영토에 일본의 임시기상관측소들

이 들어 서기 시작했는데 근본적 원인은 러일 전쟁이

었다. 2월 8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항과 여순

항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을 기습하였다. 러시아 측은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였다고 비난하나, 일본 측에서

는 선전 포고가 러시아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합당한 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는 러일전

쟁이다. 한국정부는 진작 러일 간의 급박한 사태를 감

안,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

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먼저 군대를 서울에 투

입하고, 곧 이어 2월 8, 9일에는 러시아 함정을 격파하

였다. 2월 23일에는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공수동맹(攻
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일
본은 이 의정서에 따라 한국내의 광대한 토지를 군용

지로 점령하고 통신망을 접수하였으며, 경부, 경의선의 

부설권, 연해의 어업권, 전국의 개간권까지 획득하였다. 
 이러한 와중인 1904년 3월 5일에는 일본정부칙령 

제 60호로 일본중앙기상대 산하에 9개의 임시관측소

를 개설하기로 했고 (명치관보 제 6201호), 3월 7일에 

제 1 임시관측소는 부산 서정삼정목 (西町三丁目) 31
번지에 있는 민가를 차입하여 관측소 사무를 개시하

고, 3월 8일에 임시관측과장에 와다유지 (和田雄治)
가 임명되었다. 3월 25일에는 제 2 임시관측소가 목포

의 팔구포에 있는 옥도란 섬에서 사무를 개시했다 (일
본중앙기상대, 1936). 이들 관측소에서는 일본의 인력

과 기술에 의해서 기상관측을 하여 이들을 기상전보로 

통보하였다.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백령도에서도 

1904년 이후 일본해군의 망루에서 기상관측이 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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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쟁 후에 당분

간 계속되기도 했다. 
그 해 4월 하순, 한국에 상륙하여 북상한 일본 제 1 

군은 5월 초 압록강 연안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하여 격

파했고, 같은 달 요동반도 (遼東半島)에 상륙한 제 2 
군은 남산 (南山), 대련 (大連)을 점령하고 여순 (旅
順)을 고립시켰다. 한국정부는 전쟁이 일본의 승세로 

기울자 같은 해 5월 18일자로 러시아와 체결하였던 일

체의 조약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다시 6월에는 만주군 일본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8월 요양 (遼陽) 부근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첫 번

째 대규모적인 접전을 벌여 일본이 승리하였다. 그리

고 일본은 8월 22일 ‘외국인용빙협정 (外國人傭聘協
定)’을 한국과 체결, 한국의 외교권을 거의 박탈하는 

‘고문 (顧問)정치’를 성립시켰다. 10월의 사하회전투

(沙河會戰鬪), 1905년 1월의 흑구대전 (黑溝臺戰) 
등의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모두 승리하였다. 한편 여

순에 주둔한 러시아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을 

꾀하였으나, 8월 황해에서 일본 해군의 총공격을 받고 

항구 안에 봉쇄당하였다가 1905년 1월에 패퇴하였다.
다시 유럽으로부터 지원군을 얻은 러시아군 32만 

명과 일본군 25만 명은 3월에 봉천 (奉天, 현 瀋陽)에
서 격돌하였으나 역시 러시아군이 패퇴하였다. 러시아

는 육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발트함대를 회항시

켜 5월 27, 28일 대한해협에서 대 해전을 전개하였으

나 일본 연합함대에 격파되어 전멸하였다. 전승국이 

된 일본은 1905년 7월과 8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

각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인받고 1905년 9월 

5일 강화(講和)하였다. 이어 9월의 포츠머스조약에 따

라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독점적 지배를 확인받았고, 
한ㆍ일간의 을사조약으로 이어져 한국은 망국의 운명

을 맞게 되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일기도가 그려지기 위한 관측소

의 증설은 속속 늘어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거의 항

상 와다유지가 있었다. 그는 1904년 3월 8일에 동경에 

있는 일본 중앙기상대에서 임시관측과장 겸임으로 발

령받아 대한제국에 산재한 임시관측소의 업무를 총괄

했다. 7월에는 제3임시관측소장을 겸하며, 전체 임시

관측소 업무를 총괄하였다. 1904년 7월 28에는 임시

관측소에 임시 관측기사를 둔다는 기사가 일본국 칙령 

제 188호로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8월 22일부로 중앙

기상대 임시관측기사로 발령되었다. 이는 1904년 8월 

23일 발행된 명치관보 제 6345호에 나타난다. 

1904년 7월 28일 임시관측소에 전임 기사 1인과 서

기 2인, 기수 43인으로 인원이 확대되면서, 9월 7일 제 

6 임시관측소가 대련(大蓮)에서, 10월 1일에는 제 7 
임시관측소가 영구에서 사무를 시작하여 만주지방으

로 관측업무가 확대되었다. 또 중국 중요도시에도 임

시관측원을 파견하여 기상관측을 하도록 했는데, 지부

(芝罘)에서 9월 13일, 천진(天津)에서 9월 19일, 항주

(杭州)에서 10월 6일, 남경(南京)에서 10월 12일 관측

이 시작되었다. 해군에서 운영하는 울릉도 서북단의 

송도서(松島西)망루에서는 9월 2일부터 기상관측이 

시작되었고, 9월 30일부터는 제주도 서안(西岸)의 

제도 (濟島)망루에서도 관측이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1904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천기예보에 필요한 기상관

측소가 13개소로 늘어났다.
인천의 제 3 임시관측소 (소장 와다유지)에서는 각 

임시관측소에서 3회 보내주는 관측치와, 각 파견소에

서 임시관측원이 2회 보내주는 관측치, 그리고 해군 감

시 망루에서 통보해오는 자료들을 매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들을 30여개소의 일본중앙기상대 통보

자료와 함께 기입하여 천기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천기예보와 폭풍경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들로 인해 인천의 제 3 임시관측소에서 천기도

를 그리고 천기예보를 시작한 시기가 1904년 10월부

터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1905년 이후에도 

관측소의 증설은 계속되었다. 
1905년 1월 1일 인천의 제 3 임시관측소는 응봉산 

마루에 새로운 청사를 준공해서 임시관측소의 중심지

가 되었다. 1월 17일 중국의 한구(漢口)에 임시관측원

이 파견되어 관측이 시작되었고, 1월 18일에는 사시

(沙市)에서도 관측이 시작되어 중국의 임시관측원 파

견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5월 1일에는 만주 봉천

(奉天)에서 제 8 임시관측소가 사무를 시작했고, 5월 

18일 성진(城津)에서 제 9 임시관측소가 문을 열었으

며, 7월 16일에 제 6 임시관측소 여순구 (旅順口)출장

소가 사무를 시작했다. 1905년 7월에 이르러 임시관측

소는 총 9개소, 출장소 1개소, 임시관측원 파견지 6개

소로 늘어났다. 해군의 감시망루는 8월 16일 울릉도 

북쪽에 송도북 (松島北)의 망루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상관측도 했다. 여기서 임시관측소의 업무개시일자

는 1936년 전전천대길 (前田千代吉)이 정리한 조선

기상사업의 연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측소의 공

식적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관측치는 생산되고 

있었다. 1904년 11월 1일에 작성된 기상표에 이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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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임시관측소들의 관측치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전쟁 전후라 필요하면 먼저 업무를 시작하고 뒤에 공

문을 발표하는 경향이 이 외에도 몇 번 더 발견된다.

2.3 대한제국의 기상업무

대한제국은 1907년 (光武 11年) 2월 1일 칙령 제 7
호로 농상공부소관 측후소관제를 반포하여 신식 기상

관측 사업을 위한 관제를 확립하였다. 측후소는 소장 1
인, 기사 2인, 기수 3인을 두도록 해서 총원 6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필요한 곳에 측후지소를 두도록 했다. 이 

칙령은 의정부관보과 (議政府官報課) 발행의 관보 제 

3683호 (光武 11年 2月 7日字)에 게재되어 있다. 
1907년 1월 1일부터 평양측후소에서, 1월 7일부터는 

대구측후소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하였다. 즉 관측을 시

작한 후에 칙령을 발표하였다. 1907년 2월 1일에는 인

천측후소 휘하의 경성측후지소로 신설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관측업무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정부에

서 세운 세 번째 측후소로 후에 서울 측후소가 되었다. 
1907년 4월 1일에는 임시관측소가 없어지고, 인천에 

통감부관측소 (소장 와다유지)가 생기며, 부산, 목포, 원
산, 용암포, 성진 등은 통감부관측소 산하의 지소로 조직

이 변하면서 이마저도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조선

시대에 서운관, 관상감으로 개명되어 내려온 대한제국

의 관상소 (觀象所)는 1907년 12월 13일에 폐지되었다. 
1908년 3월 31일에는 통감부관측소가 폐지되고 4

월 1일 농상공부관측소 (소장 와다유지)로 변하여 일

본인들이 모든 관측업무를 수행했다. 다시 1910년 10
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관측소 (소장 와다유지)로 변했

다. 1911년 10월 1일 강릉측후소가 문을 열고, 1914년 

5월 1일부터는 웅기와 중강진에서도 기상관측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18년 5월 15일 전주와 초산에 

측후소를 증설했다. 1923년 5월 1일부터는 제주측후

소가 문을 열었다. 즉, 대한제국에서 관측 업무를 시작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예보나 일기도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2.4 관측시작 날짜에 관한 토의

부산의 기상관측의 시작일자 결정은 여러 가지 시

각이 얽혀 있다. 1) 일본에서 일기도를 작성하기 시작

한 1884년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에서 매일 발행하던 

일기도 내에 부산의 기상 관측치가 기입된 것을 중시

한 것이다. 2) 일본인에 의해 한국에 임시관측소라는 

조직이 설립된 날짜로 보자는 시각은, 개인적인 관측

이 당시의 전후에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

에 의해 시작되긴 했지만 조직적 시작이므로 중시하자

는 생각이다. 3) 1884년 이전에 해관 (海關)에서 행해

진 기상 관측을 중시하자는 시각은, 누가 시작했는지

는 차치하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관측된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4) 1907년에 대한제국의 조직에 의해 시작된 

관측으로 보자는 시각은 국가조직을 중시한 생각이다. 
이런 와중에서 조직 (일본인이라 하더라도)에 의한 

기상관측을 중시하자는 여론이 당분간 지배적이어서 

한국의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은 2004년 3월 25일 거

행되었다. 그런데 이 날짜는 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다. 부산측후소 즉 제 1 임시관측소의 창립일자에 대하

여 1904년 3월 (농상공부 관측소, 1910), 혹은 3월 7일 

(일본 水路部, 1910; 前田千代吉, 1936), 3월 26일 

(일본기상학회, 1975), 4월 4일 (조선총독부, 1904)로 

기록되며 명치관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관측 게시일

은 4월 9일 (중앙기상대, 1985, 1987; Mukasa, 1910) 
혹은 4월 10일 (韓國施政年報, 1910) 등으로 기록되

어 있다. 한편 팔구포 (간혹 목포라고 적힌 곳도 있다.)
의 임시관측소 설치일은 3월 25일이나, 관측 개시일은 

1904년 3월 25일 (Mukasa, 1910; 일본 수로부, 1920), 
4월 1일 (중앙기상대, 1985), 1906년 1월 1일 (중앙기

상대, 1987) 등으로 전해지고 있어 혼선이 있다.
간추려 보면, 부산에서의 제 1 임시관측소 사무는 

1904년 3월 7일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첫째 근거로 3월 8일부터 와다유지가 

제 1 임시관측소장 (부산)을 겸임했다는 사실이다. 1904
년 (명치 37년) 3월 9일 중앙기상대 기사 와다유지가 

한국에 파견되었음을, 그해 3월 10일 발행된 명치관보 

제 6204호의 서임급사령란에 ‘어용유지한국피차유 (御
用有之韓國被差遺)’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근거로 앞서 소개한 1904년 3월 5일 일본중앙

기상대에 9개 임시관측소를 개설하기로 한 일본정부

칙령 제 60호가 있는데 제 1 임시관측소부터 제 9 임
시관측소까지 번호별 순서는 부산 (1904년 3월 7일, 
Mukasa는 4월 9일), 목포 (1904년 3월 25일), 인천

(1904년 4월 10일), 용암포 (1904년 5월 1일), 원산

(1904년 4월 10일), 대련, 영구 (營口), 봉천, 성진

(1905년 5월 18일, Mukasa는 13일) 의 순서이다. 이는

1905년 11월 1일에 작성된 천기도에 첨부된 기상표에 

적힌 임시관측소 번호의 순서이다. 대련과 영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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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순구’ 라는 지명이 하나 더 있는 것만 다르다. 따
라서 일본에 가장 가까우며 제 1 임시 관측소이고, 또 

부산은 이미 1884년부터 관측을 해 오고 있었고 3월 7
일에 개소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부산에서 가장 먼

저 개소했을 가능성은 높다. 한국시정연보 (韓國施政
年報, 1910)는 원산, 인천의 개소날짜와 같은 날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일본중

앙기상대 (1975)는 한국에서의 최초의 관측날짜를 

1904년 3월 25일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국 기상청은 2004년에 근대 기상 백주년 기념사업을 

벌였다.

2.5 관측자료의 관보게재 

한국의 기상 관측치는 일본관보에 매일 3회 자료가 

실려서 소개되었는데 1905년 3월 12일부터 부산, 목
포, 인천, 진남포, 원산, 용암포 등 6곳의 자료가 나타

나기 시작한다. 1908년 5월 15일부터는 진남포 대신 

평양 자료가 나온다. 1941년 12월 7일 기상자료까지 

발표되었고 (소화 16년 12월 10일 발행 일본관보 제 

4478호),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 대한제국에서는 융희 

2년 (1908년) 1월 1일부터 오전 6시의 기압, 풍향⋅풍

속,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우량, 천기 등이 매일 관보에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초기의 측후소는 인천, 경성, 목
포, 부산, 대구, 평양, 용암포, 원산, 성진 등 9곳 이었다 

(융희 2년 1월 6일 발행 관보 3963호). 1940년 7월 17
일 자료까지 관보에 발표되고 있는데, 오전 6시의 기

압, 풍향, 풍속, 기온, 천기, 강수량 등이 중강진, 신의

주, 인천, 경성, 전주, 목포, 원산, 강릉, 추풍령, 부산 등

지의 측후소에서 관측된 자료이다 (1940년 7월 20일 

발행 관보 4049호). 관측소에서는 관측결과를 예보를 

위한 천기도 작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월

보와 연보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연구 자료로도 활용

하였다. 즉, 관보에 기상관측 자료가 게재되는 것과 일

기도가 작성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다. 뒤에 

첨부한 처음일기도는 위에 설명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첫 일기도

3.1 첫 일기도의 발견

어떤 기록에는 한국에서는 1921년 8월 1일부터 천

기도를 일간 (日刊)으로 발행하고 1921년 9월 1일부

터 발매 (發賣)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발행기관은 조선

총독부관측소였다고 알려져 있다 (前田千代吉, 1936; 
한상복, 2003). 그러나 실제로 천기도가 작성된 것은 

1905년 11월 1일부터이거나 그 이전이다. 1905년 11
월 1일부터 매일 천기도 한장과 변화도 한장 그리고 기

상표 한 장씩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하 일기도의 모습을 상술한다.

3.2 첫 일기도와 변화도와 기상표

등압선과 등온선을 분석한 일기도의 천기도 상단 

좌측에는 “明治 三十八年 十一月 一 日 天氣圖”라
고 적혀 있다 (Fig. 1). 숫자 중 八, 十一, 一은 수기 (手
記)한 것이며 三十, 年, 月 등등의 다른 글자들은 청색

으로 인쇄되어 있다. 기온 및 기압의 8시간 및 14시간 

변화량을 기입하고 분석한 천기도에는 같은 위치에 같

은 방법으로 “明治 三十八年 十一月 一日 變化圖”
란 명칭이 붙어 있다 (Fig. 2). 그리고 관측치를 기입만 

한 기상표에는 “明治 三十八年 十一月 一日 氣象
表”란 명칭이 우측 상단에 검은 색으로 세로로 적혀 

있다. Fig. 3은 11월 1일의 기상표가 아니고 2일의 기

상표이다. 1일의 기상표가 훼손되어 중요 관측지점이 

찢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 일기도들은 훼손이 가속

되고 있어 후일에는 식별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후일 

이 서류를 조사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 중에 초기의 일

기도 및 변화도를 약 20여장의 사진으로 찍어 두었음

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확대 복원하여 인화한 사진 4
장은 기상청 기후과, 그리고 부산 지방 기상청에 각각 

한질씩 제공하였는데 그 원본도 디지털 자료로 보관하

였다. 이하 명칭들은 천기도, 변화도, 기상표로 사용한

다. 제시되는 일기도와 기상표는 여러 장으로 정밀 스

캔하여 재합성한 것이다. 

3.2 첫 일기도의 일련번호

천기도, 변화도, 그리고 기상표에 모두, 보관을 위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일련번호의 도장이 우 중간 모서

리에 찍혀져 있는데, 명치 38년 (195년) 11월 1일의 천

기도가 14번, 변화도가 15번이다. 엉뚱하게도 16번은 

두개가 보이는데 1909년 10월 31일의 천기도, 1905년 

12월 30일 기상표이다. 17번은 없다. 
이 사실은 먼저, 처음 천기도가 그려진 수 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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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905년 11월 1일의 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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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905년 11월 1일의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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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찍혀졌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10월 31일의 천

기도는 년도를 보지 않고 날짜만 봐서 11월 1일 보다 

하루 앞선 것으로 생각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

다. 12월 30일의 기상표도 년과 일만 보고 월은 보지 

않아서 한 실수로 보인다. 1905년 11월 1일의 기상표

는 18번이다. 이후부터는 19번은 11월 2일의 천기도, 
20번은 2일의 변화도, 21번은 기상표로 일일 3장의 천

기도가 차례대로 이어져 간다. 
그런데, 1905년 11월 1일이 14번이면 그 전에 몇 장

의 일기도가 더 있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수로 14번부터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Fig. 3에서 보이듯이 도장을 한번 찍고 나서 

지운 다음 다시 찍은 경우도 많다. 
천기도와 변화도, 기상표의 하단중앙에는 다시 가

는 펜으로 수기한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 Fig. 1에는 복

사과정에서 일부러 지웠으나, 원본에는 분명하게 있

다. Fig. 2에는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분명하

게 보인다. 1905년 11월 1일의 천기도가 1번으로 수기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이 수기를 하는 시기에는 1번부

터 13번까지의 일기도가 이미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 

수기를 한 것이 아마도 기상청에서 마이크로필름을 촬

영할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이다. 14번부터 찍힌 

도장이 기상청 작업의 소산일 수도 있을 것이다.

3.3 천기도의 내용

천기도는 일일 한 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Fig. 1).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10시 등 세 번의 관

측치가 한 장의 종이위에 기입되어 분석된 것이다. 오
전 6시 천기도를 가장 중시하여 이 천기도의 종이면적

이 전체의 삼분의 2를 차지한다. 이 천기도로 그날 예

보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기도의 범위는 오

전 6시의 경우 중국의 서해안과 만주 그리고 대만과 일

본이 나타나는 지역 (119.9E, 31.7N, 145.0E, 31.5N, 
117E, 46.2N,149.2E, 46.3N)이다.

천기도에는 기압, 기온, 풍향, 풍력 (풍속을 말하는 

듯), 그리고 운량이 기입되어 있다. 관측소 위치를 뜻

하는 동그라미의 바로 오른쪽에 기압치가 60.5 (760.5 
mmHg의 뜻)로 기록되어 있고, 바로 밑에 기온이 12.2
의 형태로 기입되어있다. 단 12.0oC이면 12.0 이라 적

지 않고 12로만 적었고 12.2oC이면 12.2라 적었다. 그
러나 이 위치는 풍향을 나타내는 막대를 피해서 아무

데나 기록한 경향이 있다. 운량의 기록은 1) 안이 꽉 찬 

동그라미 (현대의 OVC인 듯, 이하 추정), 2) 동그라미 

위에 다시 동그라미 (현대의 Broken 인 듯, 무풍을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무풍인 경우 풍향 풍속이 없다.), 
3) 동그라미 안에 가로줄 하나 또는 세로줄 하나 (현대

의 Scattered, 가로 세로의 차이는 알 수 없음), 4) 안이 

텅 빈 동그라미 (현대의 few 또는 clear을 의미) 등 네 

종류로 구분된다.
바람은 풍향을 따라 풍향 막대를 관측소 동그라미 

위에 그렸으며 그 막대 위에 깃털의 갯수로 풍속을 나

타내었다. 풍속을 나타내는 반 깃털도 사용되었는데 

여러 날짜의 일기도를 함께 비교해 보니 반 깃털과 온 

깃털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풍속의 단위가 Knots 
인지 m/s 인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는 Beaufort Scale
을 많이 사용하였었다.

기입된 천기도는 등압선 (흑색, 5 mmHg 간격, 760, 
765 등으로 시도가 기입됨)과 등온선 (적색, 5도 간격, 
시도는 0, 5, -5 등으로 기입)을 분석하였다. 등치선의 

시도는 오른쪽 끝에만 적었으며, 가장자리에서의 선 

처리는 아무렇게나 해서 지도 중간 부분에서 시작되기

도 했고, 지도 밖으로 선이 많이 나가기도 했다. 등치선 

사이에 간혹 점선으로 중간선이 들어가기도 했다. 고
기압은 high라고 영어로 수기하고 곁에 중심 기압을 

“mmHg” 단위로 적었다. Fig. 1의 우중간 혼슈우 위에 

예가 있다. 저기압의 중심이 보이지 않으면 “L”이라고

만 적었는데 Fig. 1의 좌상 귀에 예가 있다. 천기도에는 

선박에서 관측한 자료도 기입되어 있다. 측후소가 있

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 울릉도의 자료도 기입되어 

있다. 독도에도 바람관측치가 기록되어 있다. 11월 1
일 이후에는 독도의 기록이 있는 천기도는 찾기가 어

려웠다.

3.4 변화도의 내용

변화도도 일일 한 장인데 6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Fig. 2). 오전 6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10시에 대하

여 8시간의 기압 변화량을 기입 분석한 것이 윗부분에 

외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진열되어 있다. 같은 방

법으로 아랫부분에는 24시간의 기압 및 기온 변화량이 

기입 및 분석되어 있다. 기압 변화량은 5 mmHg 간격, 
기온변화량은 5 도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 오후 10시

의 자료는 일본지역은 기입 및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한국과 만주지방만 기입되어 있다. 다른 날들도 다 그

러하다. 분석은 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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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1905년 11월 2일의 기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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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도가 일본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려진 것이란 사실을 증명한다. 당시의 통신 수단의 

한계 때문에 통신이 어려웠거나 가능한 한 통신량을 

줄이기 위해서 밤 10시의 자료는 중시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3.5 기상표의 내용

기상표도 일일 한 장씩이다. 1905년 11월 1일의 기

상표에는 한반도 부분의 관측지점이 훼손되었고 우측

의 날짜 부분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Fig. 3은 

11월 2일자 기상표이다. 당시 인쇄술의 부족으로 이것

도 날짜 부분 일부가 인쇄되지 않았다. 기상표 안에는 

총 52 개의 관측소의 관측치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관
측지점은 상위에 부산 (釜山), 목포 (木布), 인천 (仁
川), 용암포 (龍巖浦), 원산 (元山), 대련 (大蓮), 여순

구 (旅順口), 영구 (營口), 봉천 (奉天), 성진 (城津) 
등의 순으로 10개의 한국과 만주지방이 있다. 임시관

측소가 개소된 순서를 중심으로 나열된 듯하고, 현대

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고위도 서쪽부터 나열하는 방법

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줄을 비운 다음, 송도 (松島), 
제도 (濟島), 백도 (白島), 천진 (天津), 지부 (芝罘), 
청도 (靑島), 상해 (上海), 항주 (杭州), 남경 (南京), 
한구 (漢口), 사시 (沙市) 등 중국지역 11개가 기록되

어 있다. 다시 세 줄을 띄우고 항춘 (恒春), 팽호도 (澎
湖島), 대북 (臺北), 석원 (石垣), 나패 (那覇), 대도

(大島), 좌다갑 (佐多岬), 궁기 (宮崎), 족납 (足 扌+
習), 조갑 (潮岬), 광도 (廣島), 대판 (大坂), 대뢰기 (大
瀨崎), 장기 (長崎), 엄원 (嚴原), 하관 (下關), 서향

(西鄕), 빈송 (濱松), 동경 (東京), 포* (布 一 + 艮), 
전교 (前橋), 개월 (皆月), 소목 (小木), 추전 (秋田), 
석권 (石券), 청삼 (靑森), 함관 (函館), 찰황 (札幌), 
종곡 (宗谷), 근실 (根室), 사나 (紗那) 등 31 개의 관

측소가 나열되어 있다. 오후 2시와 오후 10시의 자료

는 각 관측소의 첫 글자만을 같은 줄에 한 번 더 표시하

였다.
기입된 관측요소는 기압, 기압의 8시간 변화량, 기

압의 24시간 변화량 (이상 모두 0.1 mmHg 단위), 풍향 

(36 방향), 풍력 (풍속을 말하는 듯), 기온 (0.1oC 단위), 
기온의 24시간 변화량 (0.1oC 단위), 우량(정수이며 단

위는 불명확), 운향 (정수, 0-7사이로 발견됨), 운속 (정
수, 0-7까지 발견됨), 운량 (정수, 0-9까지 발견됨), 운
형 (정수, 0-9까지 발견됨), 기사 (記事, 0, 1 등 정수가 

발견됨), 최고와 최저기온 (오전 6시에만 0.1oC 단위로 

기록되어 있음)등이다. 각 기상요소는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10시에 한 번씩 기록하였다. <천기개황>, 
<천기예보>, <폭풍경보> 등 세 란이 따로 있어 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예보를 했다는 증거이다. 기록은 

모두 한자 및 일본어이다. 
 
5. 요약 및 토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일기도

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일기도의 일상적 분석

과 예보는 1905년 11월 1일부터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

었다고 알려진다. 현대의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단위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풍량

(풍속을 뜻함), 우량, 운향, 운속, 운량, 운형, 기사 란에 

기입된 값의 단위나 의미는 밝히지 못하였다. 당시는 

기상관측 뿐 아니라 일기도의 분석이나 예보가 노일 

전쟁에서 폭풍경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이 시작한 것

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상경보나 폭풍경보가 전

쟁에서 사용된 여부에 관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

다. 후일 누군가가 노일전쟁의 역사의 세목을 조사하

여 밝혀 주기를 바란다. 대한제국에서는 1907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였으나 일기도를 그렸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발견된 일기도보다 3개월 쯤 더 이전에, 혹은 

수일 전에 일기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

다. 와다유지가 조선에 부임한 후 바로 일기도를 그렸

다면 수개월 앞서서부터 일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리고 발견된 일기도에 일련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는

데 14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그 앞의 1번부터 

13번까지 일기도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발
견된 일기도가 어디에서 작성된 것인지, 발견된 일기

도가 몇 년분이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4년에 3월 25일에 한국에서 거행된 근대 기상 

100주년 기념사업은 그 명분에 있어서 재고해야할 필

요가 있다. 기상관측을 처음 시작한 날도 아니고, 예보

를 시작한 날도 아니다. 일기도용 관측을 시작한 날도 

아니고, 일기도를 그리기 시작한 날도 아니며, 한국인

에 의한 관측 시작이라는 의미도 없으며, 단지 일본 조

직에 의한 관측의 시작이라는 의의를 가질 뿐인데 그

나마도 이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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