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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ugudae is a pedestal for the Chugugi. While many Chugudae were mad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seven remained in existence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Only

five of them remain to this day-Gwansanggam (Royal Office of Astronomy and Meteorology),

the Seonhwadang in Daegu, the Changdeok Palace, Tongyeong, and Yeongyeongdang.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is the only existing model made not only as a meteorological

instrument but also as a memorial statue. It has been a challenge to decipher 41 of the 368 characters

in ‘Chugugi-myeong (The title of the inscriptions on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as these

had been eroded.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full text of ‘Chugugi-myeong’ became

possible thanks to the 『Cheoljae Jinjeok (澈齋眞蹟)』 which was discovered through this study.

The key sentences of the ‘Chugugi-myeong’ include the reason for creation, the size and

functions of the Chugugi and a eulogy to the reigns of King Sejong, Youngjo and Jeongjo.

Moreover, its splendid design is worthy of further study. To conclude its true meaning and value,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requires a more extensive investiga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art history.

Keywords: Chugugi, Chugudae, Inscriptions, Sejong, Youngjo, Jeongjo, Changdeok Palace,

Cheoljae Jinjeok, Joseon

1. 서 론

세계 최초, 최고(最古)의 우량측정계인 측우기의 발

명과 전국적인 측우기 우량 관측망의 설치는 조선시대

의 과학기술력 및 정책의 깊이를 가늠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선 건국 초기의 이러한 과학기술력 강

화와 중앙 집권을 위한 전국 우량 관측망 설치, 실현이

라는 국가 정책의 채택은 조선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

는 발판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큰 전란을

겪으면서도 국가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

측우기는 현재 금영측우기 단 1기만이 국내에 전해

지고 있으며, 측우대 역시 불과 5대(관상감 측우대, 대구

선화당 측우대, 창덕궁 측우대, 통영 측우대, 연경당 측

우대)만 전해질 뿐이다. 이 중 연경당 측우대(전상운 등,

1984)는 아직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다.

측우기와 측우대는『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各司謄錄(각사등록)』,『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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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京識略(한경지략)」,『京城府史(경성부사)』 등에 그

제작 경위와 크기, 형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전국

측우기 우량 관측망을 통한 각 지방 별 강우량 측정 기

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한 학술 연구는 일본 기상학자

와다유우지(和田雄治)의 1900년대 초반 연구를 필두로

역사, 과학사 연구의 관점에서 全相運(1963), Jeon(1974),

전상운(1974, 1975, 1995, 2000), 전상운 등(1984), 나

일성(1987), 김성삼(1988), Kim(1990), 박성래(1997, 2004),

최혁원(1997), 남문현(1998), Chun and Jeon(2005), 임

정혁(2005), 이재형(2007), Lim(2011)의 연구가 있다.

또한 교육학 관점에서 이면우(2007)의 연구가 있으며, 측

우기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학 관점에서 조신섭과

이정형(1996), 전종갑(1997), 부경온 등(2006), 유철상 등

(2007), 한상복(2007)의 측우기를 통한 강우량 측정 기

록의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

현재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창

덕궁 측우대(보물 제844호)는 유일하게 대리석 재질이고

4면에 제작 경위가 새겨져 있는 ‘측우기명’이 있어서 연

구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1782년에 새긴 이 ‘측우

기명’은 제1면에 101글자, 제2면에 107글자, 제3면에 105

글자, 제4면에 55글자로 총 368자이나 제2면과 제3면은

특히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의 창덕궁 측우대와 그 명문 ‘측우기명’에

대한 연구는 와다유우지(1912), 전상운(1963, 1974), 나일

성(2000)과 한상복(2011)의 논문, 책과 글에서 진행되

었으나 과학사 관점에서의 접근과 명문의 해석이며

그마저도 마모된 상태의 명문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일부 불확실한 필사본을 근거로 한 직역형식이었다.

이러한 불완전함 때문에 현재까지 ‘측우기명’의 해석

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기에

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측우기명’ 전문(全

文)의 탁본인『澈齋眞蹟(철재진적)』으로 ‘측우기명’

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와『철재진적』의 비교를 통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나 오류를 수정하고 ‘측우기명’의 내용을 한

글로 윤문하고, 영어로도 번역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지금까지의 창덕궁 측우대 연구를 이어받아 이 측

우대 조성의 목적과 의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밝히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창덕궁 측우대에 새긴 ‘측우기명’을

복원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고찰

하는 것이다. 또한 동궐도, 기록 사진 등의 비교를 통

해 창덕궁 측우대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우선 창덕궁 측우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측우기와 측우대에 대한 논문과 단행본을 조사

하고 관련 고기록(古記錄)의 분석을 통해 연구 쟁점

에 대한 답을 도출하도록 한다.

3. 결 과

이번 연구는 논문 및 기록의 분석과 발굴을 시작으로

하였다. 논문 이외에 창덕궁 측우대의 명문에 대한 기록

으로는 지금까지 연대가 불확실한「한경지략」(조선시

대 한성(漢城)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부지(府誌), 간

행 연대 미상,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필사본이 유

일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본 연구의 진행 중 국립중앙

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측우기명’의 탁본으로 보이는 자료

『철재진적』(Fig. 1)을 발견하여, 이 내용과「한경지략」

(Fig. 2), 그리고 와다유우지의 논문(Fig. 3), 전상운의

논문(Fig. 4), 나일성의 단행본(Fig. 5)을 통해 ‘측우기

명’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 탁본은 그 제작 시기나 제작

자 모두 알려진 바 없고, 다만 제목에서 ‘澈齋(철재)’가

‘측우기명’의 글씨를 쓴 직제학 정지검의 호(號)이므로

아마도 정지검이 자신이 쓴 글들을 모아둔 문서의 일부

분, 또는 정지검의 후학이나 자손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 만든 책의 일부분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가능하

다. 또한 중요한 것이 탁본의 제작 시기인데, 탁본의 상

태가 매우 선명한 것으로 보아 창덕궁 측우대가 제작

된 바로 직후이거나 50년 이내에 제작된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다. 현재 이 탁본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제2쪽에 찍힌 조선총독부도서관

의 도장 뿐인데, 이것에 의하면 이 탁본이 1930년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소장도서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탁본은 최소한 193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고 정확한 제작 연대와 제작자 등은 차후

연구 과제이다.

3.1.『철재진적』과「한경지략」에 실린 ‘측우기명’

필사본의 비교

현존하는 ‘측우기명’의 전문은「한경지략」의 필사

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졌었는데(전상운 1963), 본 연구에

서 발견한『철재진적』이 그 글씨체나 크기, 형태로 보

아 지금의 창덕궁 측우대의 각인 명문과 같기 때문에 앞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창덕궁 측우대 제작 후 50년 이내

에 본을 뜬 것이 맞다는 가정 하에, 이 연구에서는 『철

재진적』을 ‘측우기명’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철재진적』과「한경지략」에 있는 ‘측우기명’을

비교해 보면 모두 13군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Table 1).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속자 처리가 3군데(靈 → ,

實 → , 觀 →規) 있으며, 뜻에 변화를 주지 않는 탈

자가 3군데(之, 天, 又) 있고, 뜻에 변화를 준 탈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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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데(銘)가 있다. 또한, ‘朝歸路駐輿’ → ‘朝曙後住輿’

는 ‘아침에 돌아가는 길(朝歸路)에 머무르다(駐輿)’에서

‘아침에 해 뜬 후에(朝曙後) 멈추다(住輿)’로와 같이

‘圭壁 靈應未普’에서 를 氣로, ‘親禱雩壇屛 盖

御 冕’에서 을 織로, 또 於자를 추가한 부분이 있

다. 그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한

경지략」에 실린 ‘측우기명’은 창덕궁 측우대가 이미 마

모가 시작된 후에 필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한

경지략」필사본에 있는 오기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고

비로소 ‘측우기명’의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3.2.『철재진적』과 와다유우지, 전상운, 나일성의

‘측우기명’ 연구의 비교

조선총독부관측소의 초대소장인 와다유우지는「세

종영조 양대의 측우기」(和田雄治, 1912)에서 ‘측우기명’

중 21자를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였다. 그 당시 와다유

우지는『철재진적』의 존재나「한경지략」에 ‘측우기

명’ 필사본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실물 측우

대에서 판독 가능한 부분만을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와

다유우지의 논문에서 판독하지 못한 글자는 ○로 표시

   

  

Fig. 1.『Cheoljae Jinjeok (澈齋眞蹟)』, rubbed copy of ‘Chugugi-myeong’.

Fig. 2. ‘Chugugi-myeong’ in the「Hankyeong-Jiryak (漢京

識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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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외에『철재진적』과 20군데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어 모두 41군데가 다르다(Table 2). 특히 마모 때

문에 판독하지 못한 곳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20군데는

각각 ‘實昉於’의 昉자를 빼고 기록한 것, ‘慶凞宮’의

凞자를 熙로, 그리고 ‘ 不重歟’의 는 속자이므로 원

글자 顧로, 歟는 로, ‘又必先知我’의 又를 人으로, ‘相

此分寸’의 此를 比로, ‘多亦傷 ’의 를 勞로, ‘鑄置測

器於 文院’에 를 擒로, ‘聖上之爲民憂勤如此’의 此

를 是로 등 잘못 표기한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又, 此,

는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판독이 어려웠을 것이다. 여

기서 ‘慶凞宮(경희궁)’의 표기는 주목할 부분으로『철

재진적』,「한경지략」,『조선왕조실록』(Fig. 6)에는 凞

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식명칭으로는 ‘慶熙

宮’으로 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그 후 전상운(1963)은 ‘측우기명’의 필사본이「한

경지략」에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여,「한경지략」의

필사본을 참고한 후에 ‘측우기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상운 역시『철재진적』의 존재는 알지 못한 상태였

기 때문에『철재진적』과의 비교에서 속자를 사용하

  

 

  

  

 

Table 1. The『Cheoljae Jinjeok (澈齋 蹟)』compared with

the「Hankyeong-Jiryak (漢京識略)」  (Underline shows the

wrong character and □ means missing character.)

 

 

Fig. 4. ‘Chugugi-myeong’ described in Jeon (1963).

Fig. 3. ‘Chugugi-myeong’ described in Wada (1912).

Fig. 5. ‘Chugugi-myeong’ described in Nha (2000)

(○ means unknown character by Wada, ◇ means unknown

character by Jeon, an addition by Jeon if only one character

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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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遂拜手稽首’ 부분에서 拜자를 로 표기하는 곳

등 모두 30군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3). 이

논문이「한경지략」 필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聖上之爲民憂勤如此’에서 之자, ‘又必先知我’

 

Fig. 6. Notation of the Kyeonghee Palace (慶凞宮) in「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Choson’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oseon’).

Table 2. The『Cheoljae Jinjeok (澈齋 蹟)』compared with

Wada (1912) (□ means missing character, ○ means unknown

character and underline means the wrong character.)

 

 

Table 3. The『Cheoljae Jinjeok (澈齋 蹟)』compared with

Jeon (1963) (Underline shows the wrong character and □

means missing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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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又를 빼고 적은「한경지략」필사본의 오류가 그

대로 적용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한경지략」필사본

을 옮겨 적으면서 문장의 해석에 따라 새로 글자를 추

가한 경우도 있는데 ‘鑄置測器於 文院(이문원에 측우

기를 설치하라)’에서 雨자를 추가한 경우가 이 중에 하

나다. 또「한경지략」에서 ‘朝歸路駐輿’의 오기인 ‘朝

曙後住輿’를 ‘朝 路後駐輿’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 출판된 나일성의『한국천문학사』에서도 명

문의 분석이 또 다시 시도되었다. 이 책에서는 와다유우

지와 마찬가지로『철재진적』을 참고하지 못한 상태

로, 와다유우지의 논문과 전상운의 논문에 실린 ‘측우기

명’을 비교하면서 또 문장의 흐름에 따라 ‘實(○, 肪)於’

부분과 같게 판독 불능 글자를 추정하였다. 여기 앞에

부분은 와다유우지가 판독하지 못한 글자이고, 肪은

전상운이 추정한 글자이다. 이 책에 실린 ‘측우기명’

을『철재진적』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21군데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Table 4). 와다유우지와 마찬가지로

‘慶凞二宮’에서 凞를 熙로 표기하고, 전상운과 동일하게

‘實昉於’에서 昉을 肪로 표기하고, ‘每雨’에서 後를 추가

하고 있다. 그러나 ‘多亦傷 ’에서 를 (勞, 滂)로 와다

유우지와 전상운이 잘못 추정한 글자를 그대로 쓴 경우

가 있다. ‘鑄置測器於 文院’ 부분에서는 전상운에 따

라 雨자를 추가했지만 이문원의 자가 빠져있다. 특

히 ‘親禱雩壇屛 盖御 冕竟夕露處’에서 處를 한글

‘신’으로 적은 부분은 출판 오기로 본다.

결국 와다유우지, 전상운, 나일성의 연구에 이르기

까지 ‘측우기명’의 오류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원문

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3.3. ‘측우기명’ 한글 해석 비교

‘측우기명’에 관한 연구는「한경지략」, 와다유우지·

전상운의 논문과 한상복의 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

고서 그리고 나일성의 단행본이 전부이며, 이 중 한글

해석을 첨부한 것은 전상운의『한국과학기술사』

(19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1996)와 한상복의

글(2011) 뿐이다. 이 세 가지의 한글 해석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내용, 인물, 날짜 등은 동일하나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전상운과 한상

복의 경우「한경지략」 필사본을 참고하여 해석하였으

나, 한국농촌경제원의 경우 와다유우지가 판독하지 못

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측우기명’의 한글 해석은 전상운(1975)이 처음 시

도하였다(Fig. 7). 전상운의 한글 해석은 ‘측우기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나 ‘兩聖朝에 水旱

之政을 근심하시고’, ‘ 文院 마당에 鑄置하여’등 전

문 용어는 대체로 한자어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일반적인

이해는 어려운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와다

유우지의 1912년 논문을 역주하면서 한글 해석(1996)

을 시도하였는데(Fig. 8), ‘친히 □□□에서’, ‘□□의 □

이 이미 흡족하자’ 등 와다유우지가 판독하지 못한 부

분을 그대로 두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측우기명’의 전

문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우리□□(성상?)’,

‘신하 □□(志儉?)에게’에서와 같이 판독하지 못한 부

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며 이해를 돕고자 하

 

 

  

 

 

  

 

Fig. 7. ‘Chugugi-myeong’, Korean translation in Jeon (1975).

Table 4. The『Cheoljae Jinjeok (澈齋 蹟)』compared with

Nha (2000) (Underline shows the wrong character and □

means missing character.)

 

 



전태일·이 단·전영신 461

Atmosphere, Vol. 21, No. 4. (2011)

였다.

나일성의『한국천문학사』이후에 ‘측우기명’에 대한

연구는 한상복의 인터넷 블로그에 실린 글(2011)이 가장

최근의 것이며 이 블로그에는 한글 해석만 있다(Fig. 9).

한상복의 해석은 상당 부분 윤문을 거쳐 현대적 감각

으로 구성되었으며, ‘양도(兩都: 개성, 강화)’, ‘두 성조

(聖祖: 세종, 영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해석이 힘든

부분에 설명을 달아 이해를 돕고자 했다. 하지만 이 해

석에서도 역시 ‘언로(言路)를 터놓으며’와 같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상운의 해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한상복의 해석을 비교

하여 그 차이를 찾아보았다(Table 5). 차이를 보이는 부

분은 각 면마다 존재하는데, 두드러진 차이는 제1면의

경우 ‘兩聖朝憂勤水旱之政’을 전상운은 ‘兩聖朝에 水

旱之政을 근심하시고 애쓰셔서’로, 농촌경제원은 ‘두

성조의 가뭄을 근심하는 정사가 담겨’로, 한상복은 ‘두

성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는데 크게 힘쓰신’

으로 각각 해석하고 있고, 제2면의 경우 ‘上之六年 夏

畿甸大旱 圭壁 靈應未普’ 대목을 전상운은 ‘上之

(정조) 6년 여름에 경기 5백리에 큰 한발이 계속되어 논

밭이 갈라지고 靈應未普함에’로, 농촌경제원은 ‘6년 여름

기전 지방이 크게 가물자 □編學靈未普이라’로, 한상

복은 ‘성상 6년 여름 경기 전역이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로 해석하고 있

다. 제3면의 경우 ‘측우기명’의 내용 중 정조가 측우기를

내각에 명하여 제작, 창덕궁 이문원 정원에 배치하도록

한 대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석에서는 ‘이문

원( 文院)’을 ‘금문원(擒文院)’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 누각명의 오류는 아마 와다유우지의

논문을 따랐기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이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서 작성된 보고서(고수길, 198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동궐도와『철재진적』,「한경지략」

의 필사본 등에서 확인한 바 ‘금문원’이 아닌 ‘이문원’

이 올바른 누각명이다. 제4면의 경우 ‘銘曰相此分寸

度彼方墺 少固慮旱 多亦傷  繼 萬年 惟適是禱’을 전

상운은 ‘서로 分寸으로 비례하여 그 方墺를 재고 적게는

참으로 旱을 염려하고 많게는 또한 노고를 덜하려 함이

니 이를 오래도록 계승하기를 비노라.’로, 농촌경제원은

‘즉 분촌(分寸)을 살펴 견주고 저 사방의 물가를 헤아려

적으면 가뭄을 걱정하고, 많아도 또한 근심하오니, 이에

만세토록 오직 알맞기를 기도하나이다.’로, 한상복은

‘여기 있는 측우기의 1푼 1치를 보고도,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적으면 가물까 염

려되고, 많으면 홍수 날까 상심하게 되니 언제나 적

당하기만을 빕니다.’로 해석하고 있다.

3.4. ‘측우기명’의 두 탁본 비교 및 한글, 영문 번역문

기상청의「측우대 복제」사업에서 ‘측우기명’의 복

제는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

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공받은 ‘측우기명’ 탁본을

바탕으로 한학자와 서예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명문의 전체 내용을 재확인한 후, 각인된

글씨와 최대한 유사하게 글씨(Fig. 10)를 쓰고 이를

 

 

  

Fig. 8. ‘Chugugi-myeong’, Korean translation i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996).

Fig. 9. ‘Chugugi-myeong’, Korean translation in H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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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하였다(Fig. 11). 이 복제사업 후에 발견된『철재진

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공한 ‘측우기명’을 비교

해 보면(Fig. 12) 글씨체나 형태가 거의 같으며 다만

국립고궁박물관의 ‘측우기명’은 많이 마모된 측우대

에 뜬 탁본이라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나

『철재진적』은 글씨가 선명해서 ‘측우기명’을 재해석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기상청에서 복제한 ‘측

우기명’과『철재진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368자 중

제2면의 ‘親禱雩壇屛 盖御 冕竟夕露’ 문장에서 자

를 織자로 잘못 쓴 부분만 다르다. 이 오자에 따라 문

장의 해석은 약간 차이가 생기는데, 직역하자면 “친

히 기우제단에 올라 일산(日傘; 왕의 행차 시 머리 위

를 가리는 차양)도 치우라 하고 어의가 저녁이슬에 젖

을 때까지…”가 된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역시

해석되지 못했다.

『철재진적』을 바탕으로한 각 면의 한글 해석(Table 6)

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의미전달이 어려운 부분을 현대국어에 맞추어 윤문하

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측우기명’에 대한 영문번역은

전상운(1974)이 처음 시도하였는데, 이는 ‘측우기명’의

전문 해석이라기보다는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에 가

까웠다. 이 연구에서는 재해석한 한글 내용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상운의 영문번역과도 비교하였

다(Table 7).

   

Table 5. Differences in ‘Chugugi-myeong’, Korean translations by Jeon, KREI and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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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덕궁 측우대 역할의 재해석과 그 외의 쟁점

3.5.1. 창덕궁 측우대는 강우량 측정용으로만 쓰였

는가?

창덕궁 측우대는 정조 6년(1782) 기우제 이후 제작

되었으며 측우대 자체의 기능인 측우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정조의 기우제 결과의 기쁨을 기

념하기 위해 제작, 설치된 기념비의 역할이 포함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덕궁 측우대는 기상관측

용 기기외에 예술작품으로도 재평가해야 하며, 창덕궁

측우대에 각인된 글씨체와 문장에 대한 연구는 이러

한 측면에서 미술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이 측우대의 재질이 대리석이라

는 것이다. 창덕궁 측우대의 대리석은 우리나라 대리

석의 최대 산지인 강원도 정선에서 나온 것이다. 대

부분의 조선시대 석물(石物)이 화강석으로 제작된 것

을 볼 때, 여타 측우대와 같이 화강석을 사용하지 않

고 간혹 볼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공덕비 등에 사용

되는 정선 대리석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 측우대의 역

할과 의미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측우대가 단독으로 설치되었는가 아니면 받침

대석이 따로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창덕

Fig. 12. The『Cheoljae Jinjeok (澈齋眞蹟)』compared with

the rubbed copy of the ‘Chugugi-myeong’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Fig. 10. ‘Chugugi-myeong’, written by Kim Indo and Kim

Jeongho.

Fig. 11. The replica of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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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측우대는 높이가 30.3㎝로 이를 그대로 바닥에 설

치했을 경우 성인의 무릎정도의 높이이며 사면에 새

겨진 명문을 살펴보기가 매우 곤란하다. 전상운의 논

문(1963)에 포함된 당시 창경궁 명정전에 위치하고 있

는 창덕궁 측우대 사진에서는 하단부에 화강암으로

추정되는 대석이 보인다(Fig. 13). 그러나 이 측우대가

동궐도에 표현된 이문원 정원에 있는 측우대(Fig. 14)

라면, 그림에서 하부 받침 대석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

러므로 창덕궁 측우대 제작 당시에 받침 대석이 있었

는지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3.5.2. 동궐도에 그려진 창덕궁 측우기와 제실박물

관(帝室博物館) 전시 때 측우기의 사진이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1908년 순종의 명에 따라 설

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으로 황실박물관이라고도

불렸으며 후에 일제에 의해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됨.)

야외 전시 때 촬영된 1930년대의 사진(Fig. 15), 1936년

사진(Fig. 16)에서 창덕궁 측우대 위에는 동궐도에 표

현되어 있는 이문원 정원의 측우기보다 더 큰 측우기

가 놓여있다. 측우대의 높이와 비교했을 때, 동궐도의

그림에서는 측우기의 높이는 대략 10 cm 정도로 보이

나, 제실박물관 전시 사진의 측우기는 5단으로 구성

된 높이 약 50 cm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동궐도에 있는 측우대가 현재의 창덕궁

측우대가 아니거나, 또는 동일한 측우대일 경우 제실

박물관 야외전시 때 동궐도 제작 당시와는 다른 측우

기를 이 측우대 위에 설치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측우대가 동일한 것이라 볼 때, 제실박물관 전시 사

진의 높은 측우기는 강우량 측정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기우제 등 의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궐도의 측우대와 제실박물관의 측우대

가 동일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1934년 발간된『경성부사』 (Fig. 17)

에서는 이 측우기와 측우대가 창덕궁 이문원 정원에

서 옮겨온 것이며, 측우기는 ‘황동제 원통형으로 제작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실박물관에 전시되었

던 측우기가 정조 때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복제품으로 제작되어 전시된 것인지의 여부는 제실박

물관 소장품 목록을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

나, 제실박물관 소장품 목록집은 현재 ‘갑’이라고 표

시된 1권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삼국~고려시대의 유물의 설명만 담고 있다. 따

라서 소장품 목록집은 삼국~고려시대 유물을 정리, 기

록한 ‘갑’권과 고려시대 이후 유물을 기록한 ‘을’권으

로 나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앞으로 ‘을’권이

발견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유물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

으면, 1930년대 제실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측우기의

Table 6. ‘Chugugi-myeong’, Korean translation

제
1

면

측우기명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전통은 세종 24년(1442년)의 높이 1척 5촌, 원지름 7촌 구리 측우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

운관과 도, 군, 현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영조 46년(1770년), 옛 제도를 따라 측

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두 궁궐과 팔도, 양도(강화·개성)에 설치해 우량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기기는 비록

작으나 두 성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고자 힘쓴 뜻이 담겨 있으니 어찌 소중치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 6년,

1782년) 여름, 경기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

제
2

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를 탓하시며 신하들에게 뜻을 묻고, 친히 기우제

단에 올라 양산도 거두라 하시고 제를 올리며, 어의가 이슬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밤새 머무셨습니다. 날이 밝자, 사

형수를 제외한 모든 죄인을 석방하는 덕을 베푸시며,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도성 안 백성들은 이 뜻을 우러러 눈

물 흘리길, 비가 오지 않더라도 성상께서 애쓰신 마음이 비가 온 듯 기쁘다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지기 전부

터 밤새 큰비가 내려 측우기에 1촌 2분이나 찼으니, 이는 성상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제
3

면

성상께서는 그래도 미흡하다시며 내각에 분부해, 이문원 정원에 측우기를 설치하게 하고 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내 비가 흡족히 내리자 그 기쁨을 기리기 위해 심염조와 정지검에게 글을 쓰라 명하셨습니다. 신들은 늘 성상을 가

까이 모시는 신하들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성상께서 먼저 백성을 위해 걱정하심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가 온 뒤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뻐하심을 알고 감히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제
4

면

측우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측우기의

1분, 1촌을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분

부를 받들어 직제학 심염조가 글을 짓고, 정지검이 이를 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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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5.3. 창덕궁 측우대에 설치되었던 측우기의 유실 시기

창덕궁 측우기의 유실시기는 다음의 추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첫째,『경성부사』에 의하면 동궐도에

표현된 이문원 마당의 측우대는 측우기와 함께 제실박

물관의 야외 전시장으로 이전되었다. 즉, 제실박물관에서

촬영된 사진의 창덕궁 측우대 위의 측우기는 1934년

까지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경성부사』에서

언급된 측우기가 정조의 명에 의해 이문원에 측우대를

제작 설치했을 당시 함께 제작된 측우기인지, 그 후에

다른 목적(기우제 등)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와다유우지(1912)는 당시 현존하는 측우대에 대해

Table 7. ‘Chugugi-myeong’, English translation compared with Je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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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측우기가 없어지고 대석만 남아있는 것은 경성 창

덕궁 안 규장각, 전라남도 함평군, 강원도 강릉군, 함경

북도 금성군 등의 4대와 평안남도 관찰도(평양)와 경

상남도 통영에 있다가 현재 관측소 내에 옮겨놓은 2대

를 합쳐 모두 6대가 된다…(중략)…대석 중 가장 귀중한

것은 규장각 앞뜰에 현존하는 것으로 재료가 백색 대

리석일 뿐만 아니라, 4면에 조각되어 있는 측우기명

은 실로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창덕궁 안 규장각에는 측우

기가 없는 대석만 있다는 것인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제실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측우기는 최소한 1912년 이

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논문에서 와다유우지는 측우기에 대해

“내가 이제까지 목격한 측우기로서 영조시대의 것으

로 인정되는 것이 3기가 있다. 하나는 경성 경복궁 영

추문 안 예전 관상소에 있고, 또 하나는 함경남도 함흥

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경상북도 관찰사 박중양이 나

에게 기증한 것으로 원래 대구 선화당 앞뜰에 있던 것

Table 7. Continued

 

Fig. 13. The Chugudae in the backyard of the Changgyeong

Palace in Jeon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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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금은 인천 관측소 뜰안에 있다…(중략)…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충청남도 관찰도(공주) 앞뜰에 있

는 금영측우기는…(중략)…헌종 3년(1837)에 제작된 것

이며, 강원도 춘천군에도 또 한 개가 있다고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1912년에 존재가 확인된 측우대

는 모두 6대(창덕궁 측우대 포함), 와다유우지가 목격

하거나 전해들은 측우기는 모두 5기이다. 이 중 측우기

Fig. 14. Chugugi and Chugudae in the garden of Yimunwon in Dongual-do.

Fig. 15. The Changdeok Palace Chugugi and Chugudae at

an outdoor exhibition in the Royal Museum of Korea in the

1930s, photograph from National Folk Museum (2004).

Fig. 16. The Changdeok Palace Chugugi and Chugudae,

photograph from Rufus (1936).

Fig. 17. Record of the Changdeok Palace Chugugi and

Chugudae in Joseon Chongdokbu(朝鮮總督府)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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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다른 기록,
┌
조선 고대의 우

량관측 보유┘편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

르면
┌
세종영조 양대의 측우기

┘
를 기록할 당시에 언

급했던 ‘경성 경복궁 영추문 안 예전 관상소’에 있던

영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측우기는 ‘구한국 정부의

인계 때 아무리 이를 찾아도 그 소재가 불명했다’라

고 한다.

창덕궁 측우대는 최소한 1912년까지 창덕궁 이문원

마당에 있다가 1920년 이후 제실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동궐도에 표현된 이문원 정원에 있는 측우대가 현 창

덕궁 측우대일 경우, 1912년에는 이 측우대 위에 측

우기는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 제실박물관으로 이

동되어 전시될 때에는 이 측우대 위에 총 5단의 측우

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1945년 이전까지는 경

성박물관(제실박물관)에 측우기와 측우대가 존재하였

고, 전상운(1963)의 연구로 이 측우대 위에 설치되었

던 측우기 역시 1963년까지도 당시 창경원에 소장되

었다고 추정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정조 6년(1782)에 제작된 창덕궁

측우대에 새겨진 ‘측우기명’의 전체 문장을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하며, 그 가치를 되새

겨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유는 측우대에 새겨

진 기록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위해서였다.

현재 측우대는 5대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 2대는

측우대의 제작 시기만이 간략히 새겨져 있으며, 다른

2대는 아무런 글자도 없어서 그 제작시기의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창덕궁 측우대만은 다른 측우

대가 화강석인 것과는 달리 대리석일 뿐 아니라, 무

려 300자가 넘는 한자가 4면에 새겨져 있어 기록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측우대 중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역사유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덕궁 측우대의 복제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창덕궁 측우대의 대리석을 감정한 결과, 강원

도 정선에서 출토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진품 측우

대의 무늬결과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았으며, 두 번째

로는 대리석에 새겨 넣을 ‘측우기명’ 전체 문장을 조사

했다. 200여 년 전에 제작된 측우대이므로 비바람의 영

향으로 마모될 수 밖에 없어 진품의 탁본에도 불확실

한 글자들이 많았는데, 문맥을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

는 한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위 문장을 화선지 위에 써줄 수 있는 서예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글씨도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즉 돌에 새겼을 때 비슷한 글씨가 나오는 글씨 모양이

있고, 글씨 그대로 전시하는 것이 더 명문인 글씨 모

양이 있다. 결국 대리석에 새기기 좋은 글씨체의 글

을 바탕으로 문화재 기능인의 손에 의해 한 글자씩 새

겨졌고, 대리석이 깨지기 쉬운 겨울을 피해서 368자를

모두 새김에 따라, 2011년 3월에 기상청에서는 창덕궁

측우대의 복제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위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남기는 과정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에 소장된『철재진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복

제품이 완성된 후였다. ‘澈齋(철재)’는 ‘측우기명’을 쓴

정지검의 호(號)이며, 정지검이 쓴 글이란 의미가 제목

으로 적혀 있는 탁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탁본이

진품인지 의심하게 되었는데, 서예가와 초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본임을 확인하였다.

『철재진적』이 제시하는 창덕궁 측우대에 새겨진

368자를 모두 공표한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결과이다.

『철재진적』을 찾아내기 전까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추정되었던 글자들 모두가 쉽게 확인될 수 있었다. 따

라서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글자

들이『철재진적』을 통해 단번에 해결되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창덕궁 측우대의 ‘측

우기명’을 토대로 한 향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우기명’의 내용적 측면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문장의 구성과 이를 쓴 글체이다. 즉 이 글체는

왕희지체라고 판단되나 미술사의 관점을 포함하여 서

예, 문학, 박물관학 등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결론들은 창덕

궁 측우대와 ‘측우기명’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하여 이

측우대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할 것이다.

둘째, 창덕궁 측우대는 그 예술성도 재평가가 필요

하다. 정방형 대리석에 수려한 글씨체로 4면에 나누어

쓴 문장을 정밀하게 각인한 기념비로서 창덕궁 측우대

는 역사적인 과학기기일 뿐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작

품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창덕궁 측우대가 하단부의 받침돌 없이 단독

으로 설치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측

우대를 보면 관상감 측우대와 연경당 측우대는 일체

형으로 명문이 없으나, 대구 선화당, 통영 측우대는 모

두 하단부에 네모 또는 원형의 받침대석이 있는 형태이

다. 그런데 창덕궁 측우대는 그 높이가 30.3 cm로 4면에

각인된 명문을 읽기 위해서는 일정한 높이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측우대가 기념비적 성격임을 감

안하면 하부 대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전상운

의 논문(1963)에 포함된 당시 창경궁 명정전에 위치

하고 있던 창덕궁 측우대 사진에서는 하단부에 화강암

으로 추정되는 대석이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 제실

박물관 야외전시 사진에서 하부 받침돌은 보이지 않

고 있어, 창덕궁 측우대 제작 당시에 받침돌이 있었

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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