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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equatorial lodge degrees and polar distance degrees of 
determinative stars in the ancient Chinese archives. Confirmed is the fact that the coordinate values of 
those determinative stars defined in B.C. 104 had been used until the 8th century but were modified by 
the observations of Li Chunfeng (李淳風) in the early 7th century and Yixing (一行) in 723 A.D. The re-
sults of this study are compared with those in History of Chinese Astronomical Observations of Pan Nai 
(潘鼐). By applying the results of comtemporary astrodynamical calculations, their  reliability is checked, 
and the corrected catalogues of Shi Shi (石氏) and Yixing are provided. The positional accuracy of those 
observations is estimated to be one degree.

key words: historical astronomy: lunar lodges, determinative stars, equatorial lodge degrees, polar distance 
degrees; Shi Shi Xuan Jing, Yixing

1.  서론

고대 중국에서는 현대천문학의 적도좌표계와 유사한 좌

표계가 사용되고 있었다. 현대천문학의 적위과 적경은 

중국의 거극도(去極度, polar distance degrees1))와 입수도

(入宿度)에 해당한다. 거극도는 천구의 북극에서부터 어

떤 천체까지의 각거리로 정의된다. 적위가 δ라면, 거극

도는 Δ = 90˚ - δ이다. 중국의 적도좌표계에서는 적도

(赤道)와 황도(黃道) 주변에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정해

두고 각 수(宿)에는 기준이 되는 거성(距星)을 정해두었

다. 어떤 천체의 입수도(入宿度)는 그 천체의 서쪽에 이

웃한 수거성(宿距星)과 그 천체의 적경 차이로 정의된

다. 어떤 수거성으로부터 그 바로 동쪽에 있는 宿의 距

星까지의 적경 차이를 그 宿의 적도수도(赤道宿度, 

1) Sivin(2009)은 적도수도(赤道宿度)를 ‘red way lodge degrees’
라고 직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赤道를 equatorial로 바꾸

고 뒷부분은 그대로 채용했다. 또한 Sivin(2009)은 거극도

를 ‘polar distance degrees’라고 번역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는 그 용어를 채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McCune-Reischauer system을 채택하였다.

equatorial lodge degrees)라고 한다. 적도수도는 고대 역

법에서는 중성(中星)이나 해의 위치 계산 등에 사용된

다. 이러한 용도때문에 고대 중국의 역법에는 이십팔수

의 적도수도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전한(前漢) 때인 B.C. 104년에 역법 개혁

을 위해 이십팔수 距星들의 좌표를 측정한 이래 관측이 

여러 번 수행되었다. 전한의 역법 개혁 과정에서 관측

된 결과는 석씨성경(石氏星經)으로 전승되었으나, 石氏

星經의 원본은 전해져 오지 않고, 개원점경(開元占經), 
돈황사본(敦煌寫本),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등에 인용된 관측치, 그리고 1986년에 일본에서 발견된 

삼가부찬(三家簿讚)에 인용된 것 등으로 전해졌다(潘鼐 

2009, 74-79쪽). 이 책은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 시대의 학자들의 의견이 중층적

으로 담겨져 있으며, 수거성의 거극도를 세차운동을 고

려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관측 시기가 B.C. 68년 ± 30년

으로 알려져 있다(Sun & Jing, 1993; Sun & Kistemaker, 
1997). 
   敦煌寫本(P2512)의 한 부분으로 “石氏甘氏巫咸氏三

家星經”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石氏星經을 요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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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請求記號 出刊年

前漢書 古2231-23 1902(光緖28)

古2231-15 1886(光緖12)

일산貴2231-5 16世紀

한古朝50- 1674-1720

淮南子/天文訓 古1279-3 1876

開元占經 四庫全書 1781

敦煌寫本 P2512(BNF)  621

舊唐書/天文志 古2242-8 1872(同治11)

   ʺ   /麟德曆 古2242-8 漏落    ʺ   
   ʺ   /大衍曆    ʺ    ʺ   
新唐書/大衍曆 한貴古6-23-38 1659

   ʺ  /景祐測    ʺ    ʺ   

표 1.  연구 대상 문헌 목록. 모두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들이다. 
단, 敦煌寫本(P2512)은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원본을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놓은 것이다. 그 중간에 ‘自天皇已來至武德四年二百七

十六万一千一百八歲’라는 한 구절이 있어서 이 사본은 

621년에 필사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潘鼐, 2009, 129
쪽). 개원점경(開元占經)은 718년 - 726년 사이에 집필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潘鼐, 2009, 129쪽), 그 저자가 

고타마 싯타르타(瞿曇悉達)로 되어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불교의 영향이 발견되며, 그 당시까지 전해오던 

중 국 의 천 문 성 점 ( 天 文 星占 ) 을  집대 성 한  것 이다 . 
   舊唐書 天文志에 따르면, 당나라 초기의 이순풍(李
淳風, 602-670)은 이십팔수의 거극도가 이전의 石氏 값

과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고, 723년에 일행(一行, 
683-727)이 황도유의(黃道游儀)로 距星의 좌표를 측정하

여 畢·觜·參·鬼 등의 네 宿에 대한 변경된 관측치를 대

연력(大衍曆)에 적용하였다2). 一行의 측정치는 오대시

대(五代時代) 후진(後晋)의 유구(劉呴, 887-946) 등이 

940년부터 945년에 걸쳐 편찬한 구당서(舊唐書)와 송

(宋)의 구양수(歐陽修, 1007-1072) 등이 1060년에 완성한 

신당서(新唐書)에 실려 있다. 宋史/天文志에는 宋의 경

우(景祐) 시대(1034-1037)에 새로 관측한 적도수도와 거

극도가 실려 있다.
   開元占經의 卷106은 제목이 ‘星圖’인데, ‘二十八宿古

今同異’ 즉 開元占經이 완성되었던 8세기초에 기존의 

星圖와 開元占經의 새로운 관측을 비교한 결과가 수록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헌을 開元占經/星圖로 

표현하겠다. 또한 舊唐書의 天文志에는 一行의 새로운 

관측 결과를 기존의 문헌 및 星圖와 비교한 내용이 있

2) 大衍曆의 적도수도가 달라진 것은 ¼度가 기존에 斗宿에 붙

었던 것이 虛宿에 붙었다는 점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다음 쪽에 논의한다.

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헌을 舊唐書/天文志라고 표시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던 

이십팔수 수거성들의 적도수도(赤道宿度)와 거극도(去極

度)의 변천을 고찰해 본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이용범(1988)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한 것이 있다. 국외에서는 특히 潘鼐

(1988, 1989, 2009)가 자세히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潘鼐의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또한 石氏의 값들에 대

해 전승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상의 오류

를, Meeus(1998)에 제시되어 있는 세차 계산 방법으로 

수거성들의 적도수도와 거극도를 계산해 봄으로써, 점

검해 보려 한다.

2.  본론

2.1. 연구자료

이 논문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문헌들은 표 1에 나열하

였다. 고대의 문헌들은 후대 학자들의 교정이 가해지므

로 같은 책이라도 판본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은 문헌 조사의 경우 어떤 

판본을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중국의 고대 문헌은 타이완[臺灣]의 중앙연

구원(中央硏究院)에서 제공하는 한적전자문헌(漢籍電子

文獻)에서 검색하고,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된 해당 고서(古書)들에서 원문을 확인하였다. 
   
2.2. 적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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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중국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적도수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였다. 콜론으로 구분된 경우는 별개수

와 적도수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의 표 2를 潘鼐

(2009)의 표 1.2.4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潘鼐는 軫의 적도수도가 敦煌寫本에 12度라고 조

사하였으나, 본 논문의 조사 결과는 17度이며 이것은 

다른 石氏 값들과 일치한다3). 또한 潘鼐는 氐의 적도수

도가 開元占經에 16度로 되어 있다고 조사하였으나, 四

庫全書의 開元占經에는 15度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石氏 값들과 일치한다4). 潘鼐(2009)는 漢書/律曆志에 危

의 적도수도가 16度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판본에는 

17度로 되어 있고, 壁의 적도수도는 10度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판본에는 9度로 되어 있다.
   潘鼐(2009, 22쪽)는 고대 문헌들에 나오는 적도수도

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수치의 끄트머리 글자가 생략되

거나 비슷한 글자와 혼동을 일으킨 사실들을 지적하였

다. 본 논문의 표 2에도 그러한 예들이 보인다. 十자 다

음에 숫자가 누락된 경우는, 舊唐書/麟德曆에 井의 적

도수도가 33이 아니라 30으로 기록된 것, 그리고 西方

七宿의 적도수도 합계가 81이 아니라 80으로 기록된 것

이 있다. 비슷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오기한 경우는, 舊

唐書/天文志에 星의 적도수도가 十으로 되어 있으나 다

른 문헌들의 값과 비교하면 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敦煌寫本의 원문에 虛의 적도수도는 ‘虛星二十度’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의 다른 宿들과 표현 방식이 

일치하려면 ‘虛○星○○度’가 되어야 하므로, ‘星’과 

‘二’가 자리가 바뀌어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虛
二星十度’가 옳다. 한편, 開元占經/星圖에는 鬼의 별 개

수가 다른 문헌들과 같이 5가 아니라 4로 되어 있다. 
이것은 鬼의 중앙에 놓여 있는 積尸氣를 별 개수에 넣

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표 2에 보이는 적도수도의 주요한 변화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¼度가 어느 宿의 적도수도

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적도수도

가 작은 鬼와 觜와 관련하여 畢·觜·參 등의 적도수도 값

이 새로운 측정에 의해 개정된 사실이다. 
   먼저 後漢書/律曆志의 적도수도는 漢書/律曆志의 것

과 동일하나, 다만 斗宿에 ‘四分一’이 확실하게 붙어 있

다. 後漢書/律曆志의 가규논력(賈逵論曆)에 “太初曆, 斗

二十六度三百八十五分, 牽牛八度”라고 되어 있고, 또한 

3) 이 논문에 쓰인 각도 단위의 度는 Chinese degree를 의미하

고 °는 Babylonian degree를 의미한다. 여기서 

1°=(365.25/360)度이다.
4) 潘鼐(2009, 22쪽)는 이것을 필사의 오류로 보았다.

晉書/律曆志에는 강급(姜岌)의 말에 “殷曆은 ¼을 斗分

으로 하였고, 三統曆은 1539분의 385를 斗分으로 하였

다”라는 설명에 근거하여, 前漢書의 斗宿에도 원래 ¼이 

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潘鼐, 2009, 22쪽).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淮南子에만 ‘四分一’이 箕宿

에 붙어 있고, 나머지 문헌에는 斗宿에 붙어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潘鼐(2009, 22쪽)는 청(淸)의 전당(錢塘)
이 지은 淮南天文訓補注에 나오는 해석을 인용하여 설

명하였다. 이것은 이미 能田忠亮(1943)에 의해 지적된 

사실인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한초(漢初)에는 진(秦)의 

전욱력(顓頊曆)을 계승하여 썼는데, 여기서는 소설(小
雪)이 들어 있는 음력 달(month)을 歲首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바로 하나 전 절기인 입동(立冬)이 한 해(year)
의 끝에 해당하였다. 당시에는 立冬에 해가 箕宿에 있

었기 때문에 ‘四分一’을 箕宿에 붙였다는 것이다. 회남

자(淮南子)는 漢初에 성립하였으므로 顓頊曆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무제(漢武帝)가 B.C. 104년에 

落下閎 등으로 하여금 태초력(太初曆)을 만들게 하였는

데, 이 역법에서는 冬至가 드는 달이 歲首가 되었다. 당

시 冬至에 해는 牛宿에 있었으므로 ‘四分一’을 斗宿에 

갖다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훨씬 후대의 大衍曆에서

는 ¼度가 虛宿에 붙어 있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된다.
   적도수도는 이웃한 距星들의 적경 차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세차운동에 의한 시간적인 변화가 작다. 그러므

로 관측 기기의 정밀도가 충분해야만 세차운동에 의한 

영향이 관측될 수 있다. B.C. 1세기에 관측된(Sun & 
Jing, 1993; Sun & Kistemaker, 1997) 石氏星經의 적도수

도가 세차운동에 의해 변한다는 것이 감지된 것은 李淳

風에 의해서였고, 전통적인 수치가 새로운 측정치로 대

체된 것은 一行의 관측 결과가 나온 이후이다. 潘鼐

(2009, 197쪽)는 “李淳風이 이십팔수의 距度에 변동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는 石氏의 도수를 채용하였다”
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潘鼐의 언급을 확인하기 위해 

舊唐書 麟德曆의 檢宿度術에 수록되어 있는 적도수도를 

조사하였다. 이 문헌의 기술에 따르면 이 적도수도 수

치는 “前漢의 唐都5)가 혼의적도(渾儀赤道)로서 측정한 

값이다6)”. 표 2의 6째열은 臺灣中央硏究院의 漢籍電子

5) 司馬遷(B.C. 145년? - B.C. 86년?)의 아버지인 司馬談(? - 
B.C. 110년)의 천문학 스승.

6) 前件周天二十八宿, 相距三百六十五度, 前漢唐都以渾儀赤道

所量(舊唐書 卷33 麟德曆/檢宿度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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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

名

漢

書

律

曆

志

後漢書

律曆志

淮南子

天文訓
敦煌寫本

舊唐書

麟德曆

(李淳風)

621년

開元

占經

開元占經/

星圖

舊唐書

天文志

(一行)

舊唐書

大衍曆

(一行)

新唐書

大衍曆

(一行) 景祐

718년 - 726년 723년

度 度 度 개:度 度 개:度 개:度   개:度   度   度 개:度

角 12 12 12  2:12 13(13)  2:12  2:12    2:12   12   12  2:12

亢  9  9  9  4: 9  9( 9)  4: 9  4:缺    4: 9    9    9  4: 9

氐 15 15 15  4:15 16(16)  4:15  4:15    4:16   15   15  4:缺

房  5  5  5  4: 5  5( 5)  4: 5  4: 5    4: 5    5    5  4:缺

心  5  5  5  3: 5  5( 5)  3: 5  3: 5    3: 5    5    5  3: 5

尾 18 18 18  9:18 18(18)  9:18  9:18    9:18   18   18  9:18

箕 11 11 11.25  4:11 11(10)  4:11  4:11    4:11   11   11  4:10

合 75 75 32:75 75(79)   75

斗 26 26.25 26  6:26.25 26分  6:26.25  6:26.25    6:26   26   26  6:26

牛  8  8  8  6: 8  8  6: 8  6: 8    6: 8    8    8  6: 8

女 12 12 12  4:12 12  4:12  4:12    4:12   12   12  4:12

虛 10 10 10  2:10 10  2:10  2:10    2:10   10分  10分7)  2:缺

危 17 17 17  3:17 17  3:17  3:17    3:17   17   17  3:缺

室 16 16 16  2:16 16  2:16  2:16    2:16   16   16  2:16

壁  9  9  9  2: 9  9  2: 9  2: 9    2: 9    9    9  2: 9

合 98 98.25 35:98.25 98   984)

奎 16 16 16 16:16 16 16:16 16:缺   16:16   16   16 16:16

婁 12 12 12  3:12 12  3:12  3:12    3:13   12   12  3:12

胃 14 14 14  3:14 14  3:14 缺:缺    3:14   14   14  3:14

昴 11 11 11  7:11 11  7:11  7:11    7:11   11   11  7:11

畢 16 16 16  8:16 18  8:17  8:16    8:17   17   17  8:17

觜  2  2  2  3: 2  1  3: 1  3: 2   缺: 3    1    1  3: 1

參  9  9  9 10: 9  9 10:10 10: 9   10:缺   10   10 10:10

合 80 80 51:80 80   81

井 33 33 33  8:33 30  8:33  8:33    8:33   33   33  8:33

鬼  4  4  4  5: 4  3  5: 4  4: 4    5:缺    3    3  5: 3

柳 15 15 15  8:15 14  8:15  8:15    8:15   15   15  8:15

星  7  7  7  7: 7  7  7: 7  7: 7    7:10    7    7  7: 7

張 18 18 18  6:18 18  6:18  6:18    6:18   18   18  6:18

翼 18 18 18 22:18 18 22:18 22:18   22:18   18   18 22:18

軫 17 17 17  4:17 17(18)  4:17  4:17    4:17   17   17  4:18

合 112 112 64:112 112(109)  111

표 2.  天象列次分野之圖와 중국의 여러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십팔수의 적도수도

文獻에서 제공하는 臺北鼎文書局飜印之點校本(1976년)
에 수록되어 있는 수치들이다. 이 수치들은 中華書局

(1984년)과도 동일하며, 四庫全書의 舊唐書 麟德曆(1739
년) 및 이것에 근거한 판본인 欽定舊唐書(1908년) 등의 

판본과도 동일함을 밝혀둔다. 이 판본들에 실려 있는 

麟德曆의 적도수도 값들 중에서 角(+1), 氐(+1), 畢(+2), 
觜(-1), 井(+3), 鬼(-1), 柳(-1)의 값들은 기존의 石氏 계열

의 적도수도와 다르다8).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기존

7) 虛分七百七十九太.

의 石氏의 적도수도에 대한 차이를 度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가 古2242-8인 舊唐書는 

1872년 판본인데, 이 판본의 卷33에 실려 있는 麟德曆

에는 적도수도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의 두 페이지가 누

락되어 있고, 다만 동방칠사의 일곱 宿들과 軫宿의 적

도수도들과, 南方七舍와 東方七舍 각각의 적도수도 합

계가 남아 있다. 표 2의 여섯째 열의 괄호 안의 숫자가 

8)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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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본의 적도수도이다. 이 판본의 적도수도 수치들 

중에서 箕와 軫, 그리고 동방칠사와 남방칠사 적도수도

의 합들이 각각 다른 판본들과 다르다. 이것은 같은 문

헌이라도 판본에 따라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정밀한 판본으로 인정되는 

四庫全書本과 臺北鼎文書局飜印之點校本을 기준으로 논

의를 전개하려 한다. 한편, 新唐書의 麟德曆(卷26)에는 

적도수도가 없고 황도수도(黃道宿度)만 실려 있음을 지

적해 둔다.
   麟德曆에는 사방칠사(四方七舍) 각각의 적도수도의 

합도 명시되어 있다. 동방칠사(東方七舍)의 경우, 角과 

氐의 적도수도가 각각 +1度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도수

도의 합계는 77度가 되어야 하지만, 75度로 되어 있어 

기존의 다른 石氏의 값들과 같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에 소장되어 있는 古2242-8(1872년 간행)의 舊唐書의 麟

德曆에는 角의 적도수도는 13度(+1)이나 箕의 적도수도

는 10度(-1)로 되어 동방칠사의 적도수도 합이 75度가 

되어야 하지만, 이 판본에는 79度로 잘못 기록되어 있

다. 
   麟德曆에 실려 있는 적도수도의 특징은, 비교적 적

도수도가 작은 觜 및 鬼와 관련된 적도수도들이 후한

서, 회남자, 돈황사본 등에 수록되어 있는 기존의 石氏

의 적도수도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李淳風은 

石氏의 적도수도를 채용했다”는 潘鼐(2009, 197쪽)의 주

장과는 어긋난다. “漢 102년에 역법을 만들 것을 의논

하여, 이에 東西를 정하고 해시계의 법식을 수립하고 

누각(漏刻)을 운용함으로써 이십팔수의 상호 거리를 사

방(四方)의 적도수도에서 쫓아서 그 제도를 만들었다. 
그 赤道는 斗26度와 分, ·····, 箕11度이니, 그 뒤로부터 

그것을 서로 계승하다가, 唐初에 이르러 李淳風이 渾儀

를 만들었는데, 역시 고친 바가 없었다. 開元 중에 승려 

一行이 大衍曆을 만들었는데, 梁令瓚으로 하여금 黃道

游儀를 만들게 하여, 畢·觜·參 및 輿鬼 등 네 宿의 적도

수도가 옛날과 더불어 같지 않음을 측정하여 알게 되었

다9)”라는 宋史의 卷74의 구절이 潘鼐의 주장을 지지하

9) 赤道宿：漢百二年議造曆，乃定東西，立晷儀，下漏刻，以追

二十八宿相距於四方，赤道宿度，則其法也．其赤道，斗二

十六度及分，牛八度，女十二度，虛十度，危十七度，室十

六度，壁九度，奎十六度，婁十二度，胃十四度，昴十一

度，畢十六度，觜二度，參九度，井三十三度，鬼四度，柳

十五度，星七度，張十八度，翼十八度，軫十七度，角十二

度，亢九度，氐十五度，房五度，心五度，尾十八度，箕十

一度，自後相承用之．至唐初，李淳風造渾儀，亦無所改．

開元中，浮屠一行作大衍曆，詔梁令瓚作黃道游儀，測知

畢、觜、參及輿鬼四宿赤道宿度，與舊不同．畢十七度，觜

一度，參十度，鬼三度(宋史 卷74 律曆志7).

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순풍(李淳風)이 편찬한 麟

德曆의 적도수도는 기존의 石氏의 수치와는 다르다. 물

론 角과 氐의 적도수도나 동방칠사의 적도수도 합계 등

에 전승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현

전하는 판본들이 李淳風의 인덕력을 원본 그대로 전하

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一行은 723년에 황도유의(黃道游儀)로 별들의 위치

를 측정하였다. 그가 죽기 전인 727년에 초고가 완성된 

大衍曆이 舊唐書와 新唐書에 수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적도수도가 열거된 다음에 “별들의 위치를 측정해 보니 

畢·觜·參·鬼 등의 네 宿의 적도수도가 예전과 달랐다10)”
는 언급이 있다. 舊唐書와 新唐書에 수록되어 있는 大

衍曆의 적도수도를 표 2의 10번째와 11번째 열에 나타

냈다. 이것은 臺灣中央硏究院 漢籍電子文獻에서 조사한 

것이다. 두 唐書의 적도수도 기록은 서로 일치한다. 四

庫全書의 舊唐書에 실려 있는 大衍曆에는 室의 적도수

도가 17度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북방칠사의 적도

수도 합계가 98度로 漢籍電子文獻의 것과 일치하므로 

室의 적도수도는 16度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四庫全書

의 17度는 오류가 분명하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 古2242-8의 舊唐書 大衍曆에는 角이 13度, 室

이 17도로 되어 있어 약간의 판본 차이가 있다. 이 판

본은 1872년 浙江書局에서 간행된 것인데, 앞서 같은 

판본의 麟德曆에 수록된 동방칠사의 적도수도의 합에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본의 신뢰

성에 약간 의문이 생긴다.
   舊唐書의 卷35 天文志에는 太史 一行이 관측한 이십

팔수의 위치가 경(經)과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11)

을 열거해 놓았다. 그 중에서 角宿의 항목12)을 보면 여

기서의 經이란 (三家)星經을 뜻함을 알 수 있다. 新唐書

의 天文志에도 이 부분을 재편집하여 수록했다. 一行의 

관측치가 이전의 石氏의 값과 다른 부분은 畢(+1)·觜
(-1)·參(+1)과 鬼(-1)이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문헌

10)
  前皆赤道度．其畢、觜、參及輿鬼四宿度數，與古不同，今從

依天以儀測定，用為常數(舊唐書 卷34, 志第14, 曆3/大衍曆 

步發斂術第2/赤道宿度); 其畢、觜觿、參、輿鬼四宿度數，

與古不同．依天以儀測定，用為常數．紘帶天中，儀極攸

憑，以格黃道(新唐書 卷28上, 志第18上, 曆4上/開元大衍曆/
步日躔術).

11) 太史所測二十八宿等與經同異狀(舊唐書 卷35 天文上); 우리

는 臺灣中央硏究院 漢籍電子文獻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도

서관 古2242-8, 中華書局의 舊唐書 판본들을 조사하였는

데, 그 결과는 모두 같다.
12) 舊經九十一度, ······. 星經云: 角去極九十一度, ······(舊唐書 

天文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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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

名

敦煌

寫本

開元

占經

開元占經/

星圖

舊唐書·新唐書

天文志

宋史

天文志

(舊値) (今値)
舊唐書 新唐書 舊唐書 新唐書 開元游儀

景祐
舊値 舊値 今値 今値 舊値 今値

1 2 3 4 5 6 7 8 9 10 11 12

度 度 度 度 度 度 度 度 度 度 度

角  91.5  91  9013)  91  91  91  93.5 93.5  91  93.5  97

亢  89  - 赤道外14)  8915)  89  89  91.5 91.5  89  91.5  95

氐  94  94  94  94  94  94  98  98  94  -  98

房 108 108 108 108 108 108 110.5 110.5 108 110.5 115

心 108.5 108.5 108.5 108.5 108 108 111 110 108  - 114

尾* 120 12416) 120 124
120

12117)
120 124 124 120 124 128

箕 118 118 - 124 118 118 120 120 118 120 123

斗 116 116 - 116 116 116 119 119 116 119 122

牛 106 110 106 110 106 106 104 104 106 104 110.5

女 106 106 106 106 100 100 101 101  -  - 105

虛 104 104 104 104 104 104 101 101 104 101 103

危  90  99  99  99  97  97  97  97  97  -  98

室  85  85  85  85  85  85  83  83  85  -  85

壁  86  86  86  86  86  86  84  84  86  -  85

奎*  70  70  77  70
 76

 7018)
 76  73  73  76  -  76

婁  80  80  80  80  80  80  77  77  80  -  80

胃  72  82  -  -  -  -  -  -  -  -  -

昴  74  74  74  74  74  74  72  72  74  -  71

畢  78  78  78  78  78  78  76  76  78  -  77

觜  84  84  84  84  84  84  82  82  84  -  84

參  94 94半少  94  94  94  94  92  93  94  -  缺

井  70  70  70  70  70  70  68  68  70  -  69

鬼  68  68  -  68  68  68  68  68  68  -  68

柳*  77  77  -  77
 77

 7916)  77  80.5 80.5  77  -  83

星*  97  90  97  91
 91

 9316)  91  93.5 93.5  -  -  97

張  97  97  97  97  97  97 100 100  97  - 103

翼  99  99  -  99  97  97 103 103  97  - 104

軫  98  99  -  98  98  98 100 100  98  - 100

표 3.  중국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십팔수의 거극도 관측치. 敦煌寫本의 石氏星經의 거극도, 開元

占經 卷60-63의 거극도, 開元占經 卷106 星圖(즉, 開元占經/星圖)에 실려 있는 거극도의 舊値와 今値, 舊唐書

/卷35 志第15/天文과 新唐書/卷31/志第21/天文에 수록되어 있는 一行의 黃道游儀를 사용한 측정치(今)와 舊經

의 측정치, 宋史 卷50-51 天文志3-4/二十八舍에 수록되어 있는 開元游儀 즉 一行의 黃道游儀를 사용한 측정

치(今)와 舊經의 측정치, 그리고 宋의 景祐(1034년) 측정치이다. 舊唐書 天文志에 복수의 거극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宿名에 *표로 표시하였다.

13) 舊南星在赤道內一度.

14) 亢四星距西第二星, 去極八十度, 鄭分. 舊南第二星, 在赤道

外, 今測, 在赤道內二度. 80도가 아니라 당연히 89도가 되

어야 한다.
15) 去極八十度. 今測在赤道內二度.

16) 開元占經에는 134로 되어 있으나 開元占經/星圖에는 124로 

되어 있고, 세차에 의한 거극도의 변화량을 고려할 때 134
가 아니라 124가 맞다.

17) 一云: 一百四十一度, 校勘記卷一八云: 據術, 當作一百二十

一度.

18) 一云이라고 시작되는 주석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본문과

는 다른 거극도를 제시한 기존 문헌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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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名
敦煌

寫本

開元

占經

開元占經/星圖
舊唐書·新唐書

天文志

宋史

天文志

舊値 今値 舊値(舊唐書) 舊經(新唐書)
開元游儀

舊値

1 2 3 4 5 6 7 8

尾 120 124 120 124
120

141(121)
120 120

牛 106 110 106 110 106 106 106

奎  70  70  77  70
 76

 70(一云)
 76  76

星  97  90  97  91
 91

 93(一云)
 91  -

표 4.  여러 문헌에 수록된 石氏의 거극도들과 開元占經의 새로운 관측치들과의 비교

의 적도수도들과 차이를 보이는 氐·婁·星 등의 적도수도 

값은 판본상의 오류로 생각된다. 婁는 二와 三을 혼동

하였고 星은 十과 七을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동

한 것으로 생각된다. 觜의 적도수도가 3度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觜三星O度’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적도수도 변화의 핵심인 觜와 鬼의 

값이 누락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畢의 적도수도가 17
度로 되어 있어서 大衍曆에 수록되어 있는 一行의 관측

치와 일치하고 있다.
   潘鼐(2009, 20쪽)의 표 1.2.4에는, 開元占經의 적도수

도에서 畢·觜·參 등의 적도수도가 각각 16度, 2度, 9度로

서 이전에 통용되던 石氏의 수도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

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四庫全

書의 開元占經에는 각각의 수도가 17度, 1度, 10度로 石

氏의 값과 달라져있다. 이 값들은 一行의 측정치와 일

치한다. 다만, 鬼宿의 수도가 開元占經에는 4度로 되어 

있어서 이전의 石氏의 값과 같다. 一行의 측정치는 3度

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같은 開元占經/星圖에 수록되어 

있는 ‘二十八宿星座古今同異’에는 畢·觜·參 등에 모두 

“古今同”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 수치도 기존의 石氏

의 값과 같다. 潘鼐와 본 논문의 조사 결과가 다른 까

닭이 판본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潘鼐가 開元占經/星
圖에 있는 적도수도를 실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2.3. 거극도

거극도(去極度)는 적도수도에 비해 세차운동에 민감하

므로, 일찍이 石氏星經의 관측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上田穰, 1930; 藪內淸, 1937; 
Maeyama, 1977; Yabuuti, 1982; Sun & Jing, 1993; Sun 

& Kistemaker, 1997). 특히 Sun & Jing(1993)은 前漢 시

대에 혼천의(渾天儀)가 제작되어 石氏星經의 관측치가 

얻어졌다고 보고, 혼천의의 극축의 정렬 오차와 세차 

운동에 의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石氏星經의 관측 시기

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해본 결과, 石氏星經의 관측연

대는 B.C. 68년 ± 30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거극도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敦煌寫本이다. 이것은 1904년 중국의 돈황

(敦煌) 지방에서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프랑스 국가도서관(BNF)에 소장되어 있

다. 그 중에 ‘石氏甘氏巫咸氏三家星經’이란 문서가 있는

데, 이것은 중국의 삼국시대에 진탁(陳卓)이 편찬한 三

家星經의 발췌본으로 생각된다. 이십팔수는 흔히 石氏

라고 부르는 石申(또는 石申夫)의 石氏星經에 소속된 

별자리들이므로, 敦煌寫本의 三家星經 중에서도 石氏星

經 부분에 이십팔수의 적도수도와 거극도가 수록되어 

있다. 石氏의 관측치는 8세기 동안 쓰이다가, 開元占經

의 측정(718년 - 726년), 一行에 의한 측정(723년), 宋의 

景祐연간의 측정(1034년) 등에서 새로운 측정치로 대체

된다. 이들 관련 문헌에 실려 있는 거극도를 모두 조사

하여 표 3에 나타냈다.
   표 3의 문헌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宋史에 실려 있는 舊値와 今値는 각

각 舊唐書나 新唐書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된 舊値 및  

今値와 일치한다. 여기서 舊値는 石氏星經의 값이고 今

値는 一行의 開元(黃道)游儀에 의한 관측치를 말한다. 
둘째, 舊唐書의 今値와 新唐書의 今値를 비교하면, 기본

적으로 新唐書의 수치는 舊唐書와 일치한다. 다만 다음

과 같이 사소한 실수가 보인다. 心의 거극도는 舊唐書

에는 111度로 적혀있으나 新唐書에는 110度로 적혀 있

다. 唐書의 今値는 720년경에 一行이 측정한 값이다. 
Meeus(1998)에 제시된 방법으로 세차운동을 보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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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극도를 계산해 보면, 心의 距星인 σ Sco의 그 당시 

거극도는 113度이다. 그러므로 新唐書의 값은, 潘鼐가 

지적한 것처럼, 十자 다음에 숫자가 누락되었다고 생각

된다. 또한 參의 거극도는 舊唐書에는 92度인데 新唐書

에는 93度로 적었다. 이것은 二와 三이 한 획 차이라서 

오자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參의 距星은 δ Ori이
고 세차운동을 보정해서 720년경의 적위를 구해보면 δ

= -0° 18′ 즉 거극도는 Δ ≒ 92度 정도였다. 따라서 舊

唐書의 값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 밖의 다른 宿의 

거극도들은 모두 일치한다.
   舊唐書의 舊値와 新唐書의 舊値를 비교하면, 尾·奎·
柳·星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네 수

(宿)에 대해서는 당시에 다른 거극도 값을 제시하는 문

헌도 있었다는 주가 달려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石氏의 거극도를 수록한 여러 문헌들의 전승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 3에서 敦煌寫本, 開元占經의 

舊値, 開元占經/星圖의 舊値, 舊唐書와 新唐書에 수록되

어 있는 舊經의 거극도, 그리고 宋史/天文志에 수록되

어 있는 舊經의 수치들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舊經

이라는 것은 舊唐書의 찬자(撰者)가 참고한 책으로 石

氏星經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潘鼐(2009)도 이러한 

비교 분석을 했는데, 본 논문의 비교 결과에서는 뚜렷

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표 4와 같다. 여기서는 四庫

全書의 開元占經 卷60과 卷106을 조사하였다. 이 판본

의 開元占經(卷60)에는 尾의 거극도가 134度로 수록되

어 있고 開元占經/星圖(卷106)에는 124度로 되어 있다. 
尾의 距星은 開元占經(卷60)에는 ‘東第二星’으로 정의되

어 있고, 開元占經/星圖(卷106)에는 ‘本第二星’으로 정의

되어 있다. 개원점경의 東은 本의 오자임이 분명하며, 
한 별자리에서 별의 번호는 끄트머리부터 매기므로 尾

의 距星은 μ1 Sco이다. 이 별은 720년경에 거극도가 

126度 정도이므로, 開元占經의 134度는 지나치게 크다. 
尾를 이루는 별들 중에서 가장 남쪽의 별이 720년경에 

거극도가 133度가 되지만 이 별은 尾의 가운데 부분을 

이루므로 東이나 西로 지칭되기 어려운 별이다. 따라서 

124度가 정확한 값이고, 134度는 二와 三을 혼동하여 

발생한 오자로 생각된다.
   星의 거극도는 開元占經/星圖에는 “星은 일곱 별이

고 적도수도는 7度이며, 距星은 中央大星이다. 去極은 

91度이다 ······. 옛 거극도는 97度이니 距星이 마땅히 赤

道外 6度에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赤道內 1度에 있

었는데, 현재 측정치는 90度이니 赤道 위에 정확하게 

놓여 있다19)”라는 구절이 있어서 90度와 91度의 두 가

19) 星七星七度, 距中央大星, ······, 去極九十一度, ······. 舊去極九

十七度, 距星合在赤道外六度, 舊在赤道內一度. 今測去極九

十度, 星正押赤道(開元占經 卷106 星圖).

지 수치가 존재한다. 문맥이 난해하기는 하지만, ‘赤道 

위에 정확하게 놓여 있다’는 것은 91度이어야 하므로, 
90度로 적은 것이 오자(誤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開元占經이 편찬되었던 720년 무렵에 星의 距星인 中央

大星 즉 α Hya의 적위를 계산해 보면 δ = -3 〬 45′ 즉 거

극도 Δ = 95度였다. 이 값은 90度나 91度와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진위 판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潘鼐

(2009, 23쪽)는 十자 다음에 숫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開元占經의 수치는 91度에서 一

이 누락된 것으로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표 4의 네 별자리 중에서 尾·牛·星 

등의 거극도는, 敦煌寫本과 開元占經/星圖의 舊値가 한 

계열이고, 開元占經과 開元占經/星圖의 今値가 한 계열

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므로, 敦煌寫本의 奎의 거극

도도 70度가 아니라 77度에서 七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敦煌寫本에는 그 이십팔수의 거극도가 

石氏星經을 베낀 것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敦煌寫本의 

거극도와 開元占經/星圖의 舊値는 石氏星經의 거극도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開元占經과 開元占經/星圖

의 今値는 8세기초에 새로 관측되어 개정된 것이다.
   한편, 舊唐書와 新唐書의 舊經 및 宋史/天文志의 舊

値를 보면, 奎의 거극도가 76度인데, 이것을 潘鼐(2009)
는 六은 七과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로 

보았다. 여기의 舊經 또는 舊値는 石氏星經의 값이며, 
이것은 B.C. 104년의 역법 개정시 관측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Sun & Jing, 1993). 奎의 수거성은 일반적으로 

ζ And로 알려져 있는데, B.C. 104년에 이 별의 거극도

는 78度 정도였다. 따라서 潘鼐(2009)의 추측에 동의하

여 76度를 77度로 고쳐야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敦煌寫本, 開元占經/星圖의 舊値, 舊唐書

와 新唐書의 舊經, 宋史/天文志의 舊値는 모두 石氏星

經의 수치이다. 또한, 石氏星經의 거극도는 前漢 시대에 

관측되어, 開元占經(8세기초)과 一行(723년)에 이르러서

야 새로운 관측치로 대체되었으며, 宋의 景祐 관측

(1034년)에서 다시금 개정되었음을 潘鼐(1989, 2009)와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할 사항은 舊唐書 天文志

에 수록된 거극도들 중에서 尾·奎·柳·星의 거극도는 ‘一
云’으로 시작되는 주석이 달려 있다. 이 주석의 존재는 

그 문헌에서 표준으로 삼은 것과는 다른 거극도 수치를 

제시하는 다른 문헌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舊唐

書 天文志의 虛와 危의 좌표에 대한 서술을 보면, 이 

문헌의 저자는 당시에 전해오던 星圖와 一行의 관측 결

과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奎·觜·柳·張 등의 수거성들은 

기존의 정의가 잘못되어 一行의 정의에 맞도록 수정하

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一行이 별들의 좌표를 

새로 측정했던 723년경에는, 一行이 바로잡았거나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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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수거성들과 다른 별로 정의된 수거성 체계도 존

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星表나 星圖

의 제작 시기를 고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고대 중국의 문헌들에 나오는 이십팔수 수거성들의 적

도수도와 거극도를 조사하고, 세차운동을 고려하여 수

치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 적도수도와 거극도를 수록한 문헌들은 같은 책

이라도 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

에서는, 적도수도에 대한 조사 결과, 潘鼐(1998, 2009)의 

조사 결과와 몇 군데 다른 수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예들 들어, 敦煌寫本의 軫, 開元占經의 氐, 漢書 律

曆志의 危와 壁의 적도수도는, 潘鼐(2009)의 조사 결과

와는 다르게, 石氏의 수치와 일치하였다.
   (b) 潘鼐(2009)가 주장했듯이, 十자 다음에 숫자가 

탈락된 경우들도 있다. 舊唐書 麟德曆에 井의 적도수도

는 十자 다음에 三이 탈락되어 30度가 아니라 33度로 

수정되어야 하며, 서방칠사의 적도수도의 합은 80度가 

아니라 81度가 되어야 한다.
   (c)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오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

다. 舊唐書 天文志의 星의 적도수도는 十度가 아니라 

七度가 되어야 한다.
   (d) 주천도수의 소수 부분인 ¼度가 어느 宿의 적도

수도에 붙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역법마다 세수

(歲首)를 다르게 정의함에 따라 연말(年末)에 해당하는 

기(氣)에 해(日)가 위치한 수(宿)에 ¼度를 붙였다고 설

명된다(潘鼐, 1998, 2009).
   (e) “李淳風이 측정한 결과, 觜와 鬼 등의 적도수도

가 과거의 관측치에 비해 작아졌음을 감지하였으나 그

의 麟德曆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潘鼐(2009, 197쪽)의 

주장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

구에서는, 臺北鼎文書局飜印之點校本(1976년), 中華書局 

판본(1984년), 四庫全書本(1739년) 등의 舊唐書 麟德曆

에 수록되어 있는 적도수도들을 조사하였는데, 적도수

도가 가장 좁은 觜와 鬼와 관련된 수(宿)들의 적도수도

가 기존의 石氏의 적도수도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宋史의 卷74에는 “李淳風은 적도수도를 고

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어서 서로 모순이 된다.
   (f) B.C. 104년에 역법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이십팔

수의 적도수도와 거극도가 측정된 이후, 그 관측치는 

石氏星經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다가 唐初의 이순풍(李
淳風)에 의해 세차운동에 의한 적도수도의 변화가 측정

되어 麟德曆에 사용되었고, 723년 一行에 의해 좀더 정

밀하게 측정되어 觜宿와 鬼宿와 관련된 적도수도가 변

경되었다.
   (g) 거극도에 대한 조사 결과, 敦煌寫本(621년), 開元

占經, 開元占經/星圖의 舊値, 舊唐書와 新唐書의 舊經 

등이 같은 石氏星經 계통인데, 그 중에서 敦煌寫本 및 

開元占經/星圖의 舊値가 같은 계열이고 開元占經 卷 60 
- 63 및 開元占經 卷106의 星圖 부분에 실린 今値가 같

은 계통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舊唐書와 新唐書의 今

値, 그리고 宋史/天文志의 今値는 모두 723년에 一行이 

黃道游儀로 측정한 값들이다.
   (h) 舊唐書 天文志에는 尾·奎·柳·星에 대한 거극도가 

一行의 정의와는 다른 과거의 전승이 존재했었음을 서

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차운동에 의한 

적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거극도 수치들의 정확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i) 石氏의 관측치와 一行의 이십팔수에 대한 적도수

도와 거극도 관측치를 조사하여 교정한 결과를 바탕으

로 수거성의 동정(identification)을 실시하였다. 渡辺敏夫

(1998, 771쪽), 潘鼐(2009, 89-90쪽), Sun & Jing(1993) 등

에 있는 이십팔수 수거성들의 동정표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게 동정된 수거성들이 있다. 이러한 예를 들

어, 氐(α Lib: ι Lib), 房(π Sco: δ Sco), 奎(ζ And: δ 

And), 畢(ε Tau: δ Tau), 井(μ Gem: ν Gem), 柳(δ Hya: 
σ Hya), 張(υ1 Hya: κ Hya), 翼(α Crt: ν Hya) 등의 사례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eus(1998)에 소개되어 있는 

세차운동 계산법을 사용하여, 石氏星經은 B.C. 104년을 

관측시간으로 보고 一行의 관측은 A.D. 723년에 이루어

졌다고 보고, 각 수거성에 해당하는 후보별들의 적도수

도와 거극도를 계산하여 그것을 관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수거성들을 동정하였다. 
   그 동정 및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냈다. 동정 결

과는 潘鼐(2009)나 Sun & Jing(1993)에 수록되어 있는 

동정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교정한 적도수도와 거극도는 그들의 것과 약간 다른 경

우가 있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경우에 우리의 분석 결과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도수도의 관측 오차는, 石氏의 관측치와 一行의 관측

치가 모두 대략 0.7度 정도이다. 거극도에 대해서, 石氏

의 관측치는 천체역학의 계산치에 비해서 1.1度만큼 작

게 극축의 정렬이 잘못되어 있고, 위치 관측 오차는 1.0
度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un & Jing(1993)과 대체로 

일치하는 값이다. 관측 오차가 상당히 큰 亢, 氐, 柳의 

거극도를 제외한 나머지 宿들의 거극도들은 계산치에 



164                                          AHN

비해 0.9度 정도 작게 측정되도록 극축 정렬 오차를 갖

고 있고 0.7度의 위치 관측 오차를 보인다. 즉, 적경과 

적위 방향의 위치 관측오차가 모두 0.7度이다. 즉 고대 

수거성의 위치 관측오차는 1°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一行의 거극도 관측치는 남방칠사(南方七舍)와 

동방칠사(東方七舍)를 이루는 宿의 距星들이 상당히 큰 

오차를 보이는 반면에, 북방칠사(北方七舍)와 서방칠사

(西方七舍)를 이루는 宿의 距星들은 상당히 정확한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적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측 오차가 변하는 물리적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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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

石氏의 관측치(B.C. 104년) 一行의 관측치(723년)

적도수도(度) 거극도(度) 적도수도(度) 거극도(度)

관측(O) 계산(C) O-C 관측(O) 계산(C) O-C 수거성 관측(O) 계산(C) O-C 관측(O) 계산(C) O-C

角 12 11.9  0.1 91  91.7 -0.7 α Vir 12 11.9  0.1 93.5  95.6 -2.1

亢  9  9.0  0.0 89  91.9 -2.9 κ Vir  9  9.1 -0.1 91.5  95.3 -3.8

氐 15 14.9  0.09 94  97.2 -3.2 α Lib 15 15.7 -0.7  98 101.6 -3.6

房  5  5.4 -0.4 108 109.4 -1.4 π Sco  5  5.2* -0.2 110.5 113.2 -2.7

心  5  4.6  0.4 108.5 109.7 -1.2 σ Sco  5  5.7 -0.7 111 113.2 -2.2

尾 18 19.4 -1.4 124 123.3  0.7 μ1 Sco 18 19.4 -1.4 124 126.6 -2.6

箕 11 10.4  0.6 118 119.0 -1.0 γ Sgr 11 10.4  0.6 120 120.0  0.0

合 75 75

斗 26.25 26.7 -0.5 116 117.7 -1.7 φ Sgr 26 26.0  0.0 119 118.9  0.1

牛  8  7.9  0.1 110 110.4 -0.4 β Cap 8  7.4  0.6 104 109.5 -5.5

女 12 11.9  0.1 106 106.3 -0.3 ε Aqr 12 11.6  0.4 101 104.9 -3.9

虛 10  9.5  0.5 104 104.3 -0.3 β Aqr 10.25  9.2  1.1 101 102.0 -1.0

危 17 16.5  0.5 99 100.3 -1.3 α Aqr 17 15.7  1.3 97  97.4 -0.4

室 16 16.8 -0.8 85  86.4 -1.4 α Peg 16 17.0 -1.0 83  82.5  0.5

壁  9  8.5  0.5 86  87.5 -1.5 γ Peg  9  8.4  0.6 84  83.1  0.9

合 98.25 98.25

奎 16 16.0  0.0 77  78.6 -1.6 ζ And 16 16.4 -0.4 73  73.8 -0.8

婁 12 11.1  0.9 80  81.5 -1.5 β Ari 12 11.5  0.5 77  76.9  0.1

胃 14 14.9 -0.9 72  73.8 -1.8 35 Ari 14 15.2 -1.2 缺  69.3 -

昴 11 11.3 -0.3 74  75.5 -1.5 16 Tau 11 11.3 -0.3 72  71.6  0.4

畢 16 18.0 -2.0 78  79.1 -1.1 ε Tau 17 17.7 -0.7 76  75.6  0.4

觜  2  1.2  0.8 84  85.8 -1.8 φ Ori  1  0.5  0.5 82  83.5 -1.5

參  9  9.9 -0.9 94  95.7 -1.7 δ Ori 10  9.8  0.2 92  93.5 -1.5

合 80 81

井 33 33.3 -0.3 70  70.5 -0.5 μ Gem 33 33.3 -0.3 68  68.9 -0.9

鬼  4  4.1 -0.1 68  68.4 -0.4 θ Cnc  3  3.0  0.0 68  69.5 -1.5

柳 15 15.0  0.0 77  80.5 -3.5 δ Hya 15 14.0  1.0 80.5  81.8 -1.3

星  7  6.8  0.2 93  92.7  0.3 α Hya  7  6.5  0.5 93.5  95.1 -1.6

張 18 17.3  0.7 97  98.0 -1.0 υ1 Hya 18 17.3  0.7 100 100.9 -0.9

翼 18 18.2 -0.2 99   99.5 -0.5 α Crt 18 18.5 -0.5 103 103.3 -0.3

軫 17 17.0  0.0 98  97.5  0.5 γ Crv 17 17.2 -0.2 100 102.0 -2.0

合 112 -0.1 ± 0.7
(A) -1.1 ± 1.0

(B) -0.9 ± 0.7
111 0.0 ± 0.7

(A) -1.4 ± 1.6

(B) -0.9 ± 1.0

표 5.  石氏와 一行의 이십팔수 적도수도 및 거극도 관측치. 石氏의 관측치는 한의 太初曆이 만들어진 B. C. 
104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一行의 관측치는 72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측치(O)는 石氏와 一行의 관측치를 의

미하며, 계산치(C)는 여덟째 열의 동정된 수거성에 대해서 Meeus(1998)의 방법으로 세차 계산을 한 결과이다. 
맨 아래의 통계치는 관측치(O)와 계산치(C)의 차이(O-C)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거극도의 경우, 그 평균

은 항성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기의 극축 정렬 오차이고 표준편차는 그 관측 기기의 위치 측정 정밀도로 생각

할 수 있다. (A)는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이고, (B)는 특별히 O-C값의 절대값이 2.5度보다 큰 경우를 제외한 

자료에 대한 통계치이다. 특별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昴의 거성을 기존의 17 Tau가 아닌 16 Tau로 한 까닭

이다. 묘수는 상당히 작은 별자리이므로 두 별 가운데 어느 것이 수거성인지 위치 관측치로부터 정하기는 약

간 어려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그려져 있는 昴의 모양과 실제 하늘의 昴를 비교하고,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의 수도선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昴의 수도선이 지나는 별이 昴의 거성으로 보고 16 
Tau가 수거성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