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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nui (簡儀, simplified armillary sphere) is a representative of astronomical instruments in Joseon 
Dynasty of Korea, as well as Yuan Dynasty and Ming Dynasty of China. In early 15th century, Joseon's 
scientists and engineers uniquely developed the Soganui (小簡儀, small simplified armillary sphere) and the 
Ilseongjeongsiui (日星定時儀, sun-and-star time determining instrument) from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Ganui. These two astronomical instruments had a new design by the miniaturization and felt convinced a 
similar performance of Ganui in the harmony with Korean Astronomy and Astrology Cultures. Since 
mid-18th century after the enforcement of shixian-li (時憲曆), the Soganui and Ilseongjeongsiui handed 
over the Jeokdogyeongwiui (赤道經緯儀, equatorial armilla) by a change of the observational framework 
such as the time and angle measures. The Jeokdogyeongwiui made by Gwansanggam (觀象監, Bureau of 
Astronomy in Joseon Dynasty) adopted the new observational framework. We studi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cientific values of these 3 astronomical instruments with theirs observation methods.

Key words: Ganui (simplified armillary sphere), Soganui (small simplified armillary sphere), 
Ilseongjeongsiui (sun-and-star time determining instrument), Jeokdogyeongwiui (equatorial armilla); astronom-
ical instruments

 

1.  서론

조선에서는 1432년부터 1438년까지 대규모 천문관측시

설의 축조와 다양한 천문의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천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기기로는 간

의(簡儀)가 대표적이었다. 간의는 원대(元代) 곽수경(郭
守敬, 1231 ~ 1316)이 처음으로 제작한 관측기기였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원사(元史)」에 기록된 문헌을 통

해 간의 제작법을 연구하였다1. 1433년 나무로 제작한 

간의를 완성하여 북극고도를 측정하였다2. 이후 청동으

1 「세종실록」77: 9b: line 6; 臣鄭招, 臣鄭麟趾掌稽古制.

2 「세종실록」77: 9b: line 7; 先製木樣, 以定北極出地三十八度, 少

로 간의를 제작하였고, 간의대(簡儀臺) 위에 설치하여 

매일 밤 관측을 실시하였다3.
   조선의 과학자들은 간의를 제작하면서 얻어진 기술

로 새로운 형태의 소간의(小簡儀, 1434년 제작)와 일성

정시의(日星定時儀, 1437년 제작)를 제작하였다. 「세종

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에서 소간의와 일성정시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문헌에는 소간의에 대한 부품과 사용법에 대한 기 

與元史所測合符….

3 「세종실록」80: 26b: line 7 ~ 8; 今後令書雲觀主之, 每夜五人入

直, 以候天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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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원한 세종대 간의(한국천문연구원, 2000

년 제작). 

록이 나와 있다. 또한 일성정시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부품의 제원과 사용법을 기록하고 있다. 시헌력 

시행(1654년) 이후 조선 초기의 시각법이나 각도법 등 

관측기준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관상감에

서 사용한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는 기본적인 환 구성

과 극축 변환이 자유로운 실용적인 구조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조선의 천문관측기기4 연구는 주로 개별 

관측기기의 복원연구로 진행되었다. 이용삼(1996)은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간의의 문헌에 대하여 상세

히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원사(元史)」의 내용을 분

석하여 간의의 구조적 모습을 이해하였다. 이용삼(1996)
은 Needham(1959), 伊世同과 牛靈江(1989)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간의의 세부 부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조

선 간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용삼과 남문현(1998)은 

일성정시의에 속해 있는 여러 환들의 사용법을 제시하

였다5. 특히 항성의 운행 원리를 적용한 성구백각환과 

주천도분환의 운행원리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

술하였다. 이후 이용삼과 김상혁(2002)은 소간의를 이용

한 혜성관측 기록에 대한 소개와 문헌 분석을 통한 소

간의 구조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간의의 다목적 

관측 의기로서의 기능(적도좌표계와 지평좌표계로의 변

환)과 측정법, 주야 천문시계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서

술하였다. 아울러 소간의가 이동식 지형 측량기의 기능

4 본문에서 다루는 조선의 천문관측기기는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를 지칭하며 해시계류는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

의와 이로부터 분화된 소간의와 일성정시의, 조선후기 관상감에서 

사용한 적도경위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이 연구에 앞서 남문현, 이용삼, 전상운은 Conference on 

Oriental Astronomy (2-ICOA, Yingtan, China, 16-18 October, 

1995)에서 ‘Korean Sun-and-stars Time-determining 

Instrument, Ilsong Jongsi-ui’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

구내용은 2006년 中國科學技術出版社에서 ‘Frontiers of Oriental 

Astronomy’ (Kwan Yu Chen and Sun Xiaochun ed.)라는 제목

으로 출판되었다. 

그림 2.  간의의 구조도.

을 겸비하고 있는 실용적 기기였음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의 관측기기에 대하여 전상운(1989)은 「서운관지

(書雲觀志)」에 나와 있는 적도경위의에 대하여 해설하

였고, 이은희(2009)는「국조역상고(國朝曆象考)」에 나

온 적도경위의에 대하여 문헌 해석을 바탕으로 기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6. 
   이러한 천문관측기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복원

성과를 남겼지만 혁신적인 구조 변화로 이루어낸 독창

적 제작과 기술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간의로부터 새

롭게 창제된 소간의, 일성정시의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조선 후기 적도경위의로 발전한 천문관측기

기의 구조 혁신과 실용화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간의의 제작과 새로운 창제

2.1. 간의 구조와 사용법

세종은 재위 14년(1432년) 경연에서 역상(曆象)의 이치

를 토론하던 중 정인지에게 고전(古典)을 연구시켜 관

측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7. 조선의 학자들은 먼저 북

극출지(北極出地)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목간의를 제

작하였다. 간의에 관하여 기술한 조선의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제가역상집(諸家曆

象集)」 등이 있다. 「제가역상집」은 세종의 명에 의

하여 이순지(李純之, 1406 ~ 1465)가 역대 중국의 천문

역상가들의 저술과 제도를 모아 기술한 책이다. 이 책

6 적도경위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서운관지」와 「국조역상고」

의 문헌 내용은 거의 같다.

7 「세종실록」 77: 9b: line 1 ~ 6; 宣德七年壬子秋七月日, 上御經

筵, 論曆象之理, 乃謂藝文館提學臣鄭麟趾曰: “我東方邈在海外, 凡

所施爲, 一遵華制, 獨觀天之器有闕. 卿旣提調曆算矣, 與大提學鄭招

講究古典, 創制儀表, 以備測驗, 然其要在乎定北極出地高下耳, 可先

制簡儀以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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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극도 측정을 위한 장치들

(b) 입수도 측정을 위한 2개의 계형과 실선8

그림 3.  간의의 적도의식 장치.

에는 간의의 제작법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원사」 

〈천문지(天文志)〉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림 1은 복원한 세종대 간의이고, 그림 2는 간의의 

각 부속장치 명칭을 소개하고 있는 구조도이다. 간의의 

구조는 크게 적도의식 시스템과 지평의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적도의식 시스템은 오늘날 천문관측기기와 

같은 원리로 구성되고, 천체의 위치를 측정한다. 지평의 

식 시스템은 천체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한다.
   그림 3(a)는 간의의 적도의식 장치에서 천체관측에 

사용된 사유환(四遊環)과 규형(窺衡), 적도환(赤道環)과 

계형(界衡)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유환 측면의 규

8  ‘이용삼 (1996), 세종대 간의의 구조와 사용법, 동방학지, 93, 

159’ 논문 188쪽의 [그림 5]를 수정하여 인용함.

그림 4.  간의 관측 삽화. 왕세자(관측자)가 규형을 이

용해 별을 관측하고 있다.

형을 이용해 사유환 회전축인 극축으로부터 관측성

(target star)까지 거리인 거극도(去極度)를 측정한다. 또

한 적도환 윗면의 2개 계형 중에서 하나의 계형으로 28
수의 수거성(宿距星)을 측정하고, 다른 계형으로 측정하

고자 하는 별을 관측한다(그림 3(b)). 이때 두 개의 계

형이 만드는 사이각이 입수도(入宿度)이다. 
   낮시간 측정을 위해 계형을 움직여 앞쪽의 실과 뒤

쪽의 실을 태양과 일직선이 되도록 일치시킨다. 태양으

로 인해 실의 그림자가 백각환(百刻環) 위에 맺히게 된

다. 백각환에는 12시와 100각을 나타내는 눈금이 있어 

환 위에 맺힌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다. 
   지평의식 장치는 입운환(立運環)과 지평환(地平環)으
로 구성된다. 입운환 측면에 있는 규형을 이용하여 천

체의 고도를 측정하고, 지평환에 새겨진 24방위를 읽는

다. 그림 4는 간의대 위에 설치된 간의로 천체 위치를 

측정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2.2. 소간의와 일성정시의 창제

2.2.1. 소간의 제작

소간의에 대한 기록은 세종 19년(1437년) 4월 15일(갑술

일) 정초의〈소간의명(小簡儀銘)〉에 대한 내용으로 처

음 언급된다9.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재위 16년인 1434년 이천(李蕆), 정초(鄭招), 정인지(鄭
麟趾)로 하여금 소간의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비록 

간의의 제도를 따라 만들었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제작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10 경복궁 천추전(千秋殿) 서쪽

9 「세종실록」 77: 9a: line 1 ~ 10; 其小簡儀則藝文館大提學鄭招

爲銘幷序, 曰: 唐堯馭世, 首命羲、和, 以正日晷. 由玆以降, 代各有

器, 至元而備. 今上十六年秋, 命李蕆、鄭招、鄭麟趾等, 作小樣簡儀, 

…… 古之簡儀, 架柱棧棧. 今玆器也, 近可提携. 其入用也, 同於簡

儀, 蓋簡之又簡之者也.

10 「세종실록」 77: 9a: line 3; 作小樣簡儀, 雖由古制, 實出新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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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간의 관측삽화. 성종대(成宗代)에 소간의로 

혜성을 관측하였다.

에 한 개의 소간의를 설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서운관

(書雲觀, 이후 1446년 관상감으로 개칭)에 보냈다. 
   이후 성종 25년(1494)에 1개의 소간의를 더 제작하

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소간의로 혜성을 관

측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성종 21년(1490) 11월 22일(경
자)부터 다음해인 1월 3일(경진)까지 관상감(觀象監)의 

김응기(金應箕), 조지서(趙之瑞) 등이 혜성을 관측하였

다(그림 5 참고). 이 기간 중 소간의로 혜성을 직접 관

측한 기록은 5회이다. 성종 때 만들어진 소간의는 19C 
초까지 관상감에 있었다11.

2.2.2. 일성정시의 제작

일성정시의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12을 비롯하여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동문선(東文選)」 

등에 소개되어 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밤 시간은 

주례(周禮)에 별을 보고 밤 시각을 구분하는 기록이 있

11  「서운관지」 권4, 書器, 小簡儀.

12 「세종실록」 77: 7a: line 8 ~ 8b, line 16; 初, 上命作晝夜測候

之器, 名曰日星定時儀, 至是告成, 凡四件, 一置內庭, 飾以雲龍; 餘

三件, 但有趺以受輪柄, 植柱而捧定極環. 一賜書雲觀, 以爲占候之

用; 二分賜咸吉、平安兩道節制使營, 以爲軍中警守之備. 又命承旨金

墩製序、…… 自其制用銅爲之, 止盡則復初, 乃上親製也. 示承旨金

墩、直提學金鑌曰: “予非敢爲文, 但欲卿等就此刪潤撰銘若序, 以圖

不朽爾.” 上之鋪敍定時制度, 簡易詳悉, 昭若指掌, 故墩等不能贊易

隻字, 而只補其首尾, 仍贊銘云.

그림 6.  일성정시의 관측삽화. 일성정시의 부품인 계형

과 정극환에 연결된 실로 태양의 위치를 측정하고 

있다.

고, 「원사」에도 별로써 시각을 정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 측정하는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다13. 따라서 세종은 

밤낮 시각을 알리는 새로운 의기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성정시의였다(그림 6 참고). 
   일성정시의는 모두 4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구름과 

용을 장식하여 경복궁 안에 설치하였다. 나머지 3개는 

밑받침에 바퀴자루[輪柄] 기둥을 세워 정극환(定極環)을 

설치하였다. 이 중에서 하나는 서운관에 두고 점후(占
候)에 쓰게 하고, 둘은 함길·평안 두 도의 절제사 군영

에 나누어 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비 임무의 경계

태세 강화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의 시간측정이

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Needham et al.(1986)은 일성정시의에 대응되는 중국

의 유물로 원대의 성구(星晷), 정시의(定時儀), 후극의

(候極儀)를 꼽고 있다. 그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기기가 합쳐지게 되면 일성정시의와 동일한 기능

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극의는 간의에서 나오는 

후극환(候極環)으로 정극환을 고정시켜 주는 환이다. 세

종대 과학자들은 중국의 별시계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측정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세종대 과학자들은 원사에서 별시계 제작에 대한 모티

브만 얻었을 뿐, 전혀 새로운 디자인 형태로 제작하였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3. 소간의와 일성정시의에 도입된 구조 변화

2.3.1. 소간의

소간의는 간의의 복잡한 여러 기둥을 생략하여 더욱 간

편하게 만든 천체 관측 기기이다(표 1 참고). 간의를 구

13 「세종실록」 77: 7a: line 16 ~ 7b, line 1; 至於夜則 周禮有以

星分夜之文, 元史有以星定之之語, 而不言所以測用之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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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간의, 소간의, 일성정시의, 
적도경위의의 부품 비교

부품 간의 소간의 일성
정시의

적도
경위의

사유환(四遊環) ○ ○ - ○

백각환(百刻環) ○ ○ 日晷百
刻環 -

성구백각환(星晷百刻環) - - ○ -

적도환(赤道環) ○ ○ 周天度
分環 ○

자오환(子午環) - - - ○

입운환(入運環) ○ 사유환 
대용 - -

지평환(地平環) ○ 백각환 
대용 - -

규형(窺衡) ○ ○ - ○

계형(界衡) ○ - ○ -

후극환(候極環) ○ - - -

정극환(定極環) ○ - ○ -

  

     (a) 지평경위도 측정       (b) 적도경위도 측정 

그림 7.  복원한 세종대 소간의(한국천문연구원, 2009년 

제작).

성하는 환(環) 중에서 사유환, 적도환, 백각환이 있고, 
천체 관측을 위한 규형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적도의식과 지평의식을 자유롭게 변환하여 사용한 점이

다. 
   소간의의 기둥을 극축에 맞추면 적도경위도 측정장

치로 사용되고, 기둥을 바로 세우면 지평경위도 측정장

치로 변화된다(그림 7과 그림 8)14. 따라서 기둥을 바로 

14 소간의는 기둥을 기울여 적도 좌표계와 지평 좌표계를 변환하는 

∎ Equatorial parts
• 사유환(四遊環): 182.6度+182.6度, 1度=2等分(推定)
• 백각환(百刻環): 12時 100刻, 1時=8刻 20分, 1일=600눈금

• 적도환(赤道環): 365.25度, 1度=2等分(推定)

∎ Horizontal part
• 입운환(立運環) ← 사유환

• 지평환(地平環) ← 백각환

그림 8.  소간의의 구조(상)와 각 환의 눈금체계(하).

세울 때 사유환은 입운환 역할을 하고, 백각환은 지평

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의 단순화와 기능의 통합

은 소간의의 무게를 줄이고 관측시 이동성을 확보해 주

었다. 
   소간의는 극축을 맞출 때 사용하는 후극환과 정극환

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소간의의 남

북설치는 지남침으로 대략을 결정하여 이후 세부적인 

조정을 하였다. 소간의는 한양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북극고도를 맞추는 기능을 생략하고 자오선 

맞추는 행위만 중요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소간의는 사유환과 규형을 이용하여 천체들의 거극

도를 측정하였고, 적도환과 규형을 이용하여 입수도를 

측정하였다. 백각환으로는 12시 100각의 시간을 측정하

였다. 

2.3.2. 일성정시의

일성정시의는 간의의 부품인 백각환, 적도환, 계형, 정

극환을 응용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런데 간의의 백

각환은 일구백각환(日晷百刻環)과 성구백각환(星晷百刻

環)으로 다시 분화되었다. 또한 북극을 맞추는 정극환

구조를 갖는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소간의 복원 모델 제작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전시 디자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도 좌표

축과 지평 좌표축을 꼽을 수 있도록 2개의 기둥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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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의의 정극환과 후극환

                                 

(b) 일성정시의의 정극환

그림 9.  간의와 일성정시의 극축 조정.

의 형태를 새롭게 바꾸었다. 간의는 고정식 기기였기 

때문에 정극환을 이용한 북극 조정은 점검기능이었다. 
하지만 일성정시의는 이동하면서 측정하기 위해 북극을 

맞추는 정극환의 용도는 매우 중요했다. 
   그림 9는 간의의 정극환과 일성정시의 정극환을 나

타낸 것이다. 간의는 후극환 안에 위치한 정극환으로 

극축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일성정시의 정극환은 간의 

정극환 형태와 다르다. 일성정시의 정극환은 바깥 고리

와 안쪽 고리로 구성된다. 안쪽 고리 안에 천추성(天樞

星, 당시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맞추고, 안쪽 고리와 

바깥 고리 사이에 구진대성(句陳大星,   Umi)을 위치시

그림 10.  복원한 세종대 일성정시의(한국천문연구원, 
2006년 제작).

• 일구백각환(日晷百刻環): 12時 100刻, 1刻=6等分, 100刻=600分

• 성구백각환(星晷百刻環): 12時 100刻, 1刻=6等分, 100刻=600分

• 주천도분환(周天度分環): 365.25度, 1度=4等分, 1分=0.25度

그림 11.  일성정시의의 구조도(상)와 각 환의 눈금체계

(하).

켜 북극을 맞춘다 .  바깥 고리 밖에는 제성(帝星 ,   
Umi)이 위치한다.
   그림 10은 복원한 세종대 일성정시의를 나타낸 것이

고, 그림 11은 일성정시의 구조에 따른 각 부품들의 명

칭과 각 환의 눈금 표시를 나타내었다. 일성정시의는 

간의의 시간측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간의의 백각환을 

2개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일구백각환은 낮에 사용

하는 것으로 태양의 위치를 찾고 그 때의 백각환 눈금

을 읽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간의의 백각환 사용법과 

동일하다. 하지만 성구백각환은 밤 시간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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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복원한 남병길 적도의(한국천문연구원, 1998
년 제작).

으로 간의에서는 없는 부품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태양은 황도상에서 하루에 약 1도씩 동행(東行)하기 

때문에 1태양일이 1항성일보다 하루에 약 4분 정도 길

게 된다. 이렇게 차이나는 시간을 보정해 주기위하여 

성구백각환을 사용하였다. 관측자는 성구백각환의 자정

정각의 위치를 하루마다 1도씩 더 이동시켰다. 또한 주

천도분환(周天度分環)의 위치는 1년마다 0.25도씩 회전

시켜 365.25일에서 0.25일에 대한 보정을 해주었다. 이

러한 성구백각환과 주천도분환의 사용은 밤 시간 측정

을 간의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용삼과 남문현(1998)은 일성정시의의 시간측정 기능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격루의 시각교정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3.  서양식 관측기기의 응용

3.1. 적도경위의의 제작

조선후기 관상감에서는 더욱 간편한 관측기기를 사용하

였다. 관상감 관원 김영(金泳, 1749 ~ 1815) 등은 적도

경위의를 제작하였다. 「국조역상고」와 「서운관지」

에 나오는 적도경위의의 기능은 자오선을 측정하거나 

북극고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15. 서운관지에는 

적도경위의가 측량전의(測量全儀)의 옛 제도와 의상지

(儀象志)의 새로운 설을 절충한 기기로 소개하였다16. 
적도경위의의 환은 자오환(子午環; 子午規), 적도환(赤

15 「국조역상고」 권3, 赤道經緯儀構造. 서운관지 권4, 書器, 赤道經

緯義.

16 「서운관지」 권4, 書器, 赤道經緯義.

• 자오환(子午環): 外圈 360度, 中圈 5度 눈금, 內圈 10度 눈금

                 1°=對角斜線(6等分=60分)

• 적도환(赤道環): 外圈 12時, 8刻, 中圈 24小時, 4刻, 內圈 96刻, 15分

• 사유환(四遊環): 外圈 360度, 中圈 5度 눈금, 內圈 10度 눈금

그림 13.  적도의의 구조도(상)와 각 환의 눈금체계(하).

道環; 赤道規), 사유환(四遊環; 四遊規)으로 구성되어 있

다17. 이 기기는 시헌력 이후 제작된 관측기기이므로 

365.25도는 360도법으로 변화되었다. 적도환에 새겨진 

시각제도는 기존의 12시 100각법에서 12시 96각법으로 

새롭게 적용되었다. 이 적도경위의와 동일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남병길(南秉吉, 1820 ~ 1869)의 적도의(赤道

儀)가 있다(그림 12와 그림 13 참고).
 
3.2. 적도경위의의 구조와 사용법

적도경위의의 자오환은 극고도를 자유롭게 맞출 수 있

다. 세종대 소간의의 기둥을 기울이는 방식에 비하면 

더욱 간편한 방식으로 개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오

환에 새겨진 1도의 눈금을 6등분 하였는데, 대각사선

(對角斜線)을 그어 준 것이 기존의 눈금 체계와 다르다. 
이러한 눈금 표시는 중국 고관상대에 설치된 서양식 관

측기기의 눈금 형식이다. 
   적도경위의의 관측 값은 거극도와 궁도(宮度)이다.  
거극도는 북극에서 천체까지 각거리(polar distance)를 나

타낸 것으로 365.25도법에서 360도법으로 바뀌었다. 궁

도는 시헌력 이전에 사용하던 28수(宿) 기준에서 12궁

(30도 간격) 기준으로 바뀌었다(표 2 참고). 남병길의 

성경(星鏡)에는 별의 위치 기록에서 입수도 대신 궁과 

17 적도경위의 부품은 ‘子五規’, ‘赤道規’, ‘四遊規’로 기술되어 있으나 

‘子五環’, ‘赤道環’, ‘四遊環’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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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헌력 시행(1654) 이전 시헌력 시행(1654) 이후

시각법 

時刻法

1日 = 12時 = 100刻

1時 = 8刻 + 1/3刻

1刻 = 6等分

(cf. 1分 = 2.4 minute)

1日 = 12時, 96刻

1時 = 8刻

1刻 = 15等分

(cf. 1分 = 1 minute)

각도법 

角度法

周天度 = 365.25도

半周天度 = 182.6도

周天度 = 360度

半周天度 = 180度

표 2.  시헌력 전후의 시각법과 각도법 변화

도분초(度分初)로 나타냈다. 
   관상감에서 제작한 적도경위의는 그림으로 남아 있

지 않다. 이후에 남병길이 저술한 성경에는 적도의가 

그림으로 나온다. 적도의는 적도경위의를 모델로 삼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남병길의 적도의는 Jacques Rho
(羅雅谷)의 측량전의와 Ferdinand Verbiest(1623 ~ 1688, 
南懷仁)의 의상도(儀象圖)에서 소개하고 있는 적도경위

의 전반적인 모습과 유사하다(그림 14(a)와 (c)). 하지만 

환의 개수가 네 개로 구성된 점이 다르다. 오히려 환 

구성에서는 Tycho Brahe(1546 ~ 1601, 第谷)의 3권(圈) 
적도경위의와 흡사하게 제작되었다(그림 14(b)). 
   이러한 서양식 적도경위의의 관측 부분에서 관측표

(그림 14(a), (b)의 5번 표시)를 사용한 점이 조선의 적

도의와 다르다. 남병길 적도의의 천체 관측부분인 사유

환과 규형은 간의와 소간의의 형태를 따랐다. 자오환과 

고정된 적도환의 구조적 모습은 Tycho Brahe의 것을 닮

았다. 자오환을 올려놓는 반호(半弧) 모양의 운좌(雲座, 
구름 문양 받침대)는 Ferdinand Verbiest의 것과 매우 유

사하고(그림 14(c)), 네 발의 모습은 Jacques Rho의 것과 

유사하다(그림 14(a)). 

4.  조선관측기기의 구조 혁신과 실용화

「세종실록」에는 소간의를 만드는데 옛 제도를 바탕으

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

다. 소간의와 일성정시의는 간의의 구조와 특성을 완벽

히 이해하여 새롭게 창제한 관측기기였다. 간의의 적도

의식 시스템과 지평의식 시스템의 조합을 단독 구조로 

변형하는 과감한 구조 혁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구조 

변화로 간의의 용주 4개와 운주 4개를 단 하나의 기둥

으로 만들어 냈다. 여기에 사유환을 입운환으로 백각환

을 지평환으로 사용하는 기능 통합으로 공간 활용을 극

대화 하고, 무게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Needham et al.(1986)과 이용삼과 남문현(1998)은 일

성정시의의 혁신성으로 별시계 원리와 적도식 시스템의 

결합을 강조했다. Needham et al.(1986)은 일성정시의의 

(a) Jacques Rho의 적도경위의

(b) Tycho Brahe의 3-환 적도경위의

(c) Ferdinand Verbiest의 적도경위의

그림 14.  서양식 적도경위의(潘鼐, 2003). 1. 자오환, 2. 
적도환, 3. 사유환, 4. 삼신의, 5. 관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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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방법이 서양에서 1520년 이후에 제작한 휴대용 밤 

시계 기능과 유사하지만 더 정확했고 세차운동을 조절

하는 정교한 기기로 평가했다. 일성정시의 계형과 정극

환을 잇는 실선은 간의로부터 파생되었다. Ferdinand 
Verbiest의 지평경위의 모습에서도 계형과 실선이 나오

는 것으로 볼 때 계형의 쓰임이 동・서양에 모두 적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성정시의 구조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중국 문헌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기에 세종 

자신이 그 구조와 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이

러한 정황은 조선의 일성정시의가 간의 구조를 혁신한 

새로운 형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의에서 비롯된 새로운 관측기기는 소형화를 통해 

실용적인 관측기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간의의 

천체관측기능과 부가적인 시간측정 기능은 소간의를 통

해 가능하게 하였다. 「세종실록」에는 소간의가 간의 

기둥을 줄이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

고 있다. 사용방법은 간의와 소간의가 같고, 간의를 더

욱 더 간략하게 했다고 전한다. 일성정시의에 대하여도 

행군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소정시의(小定時儀)를 만들

었다고 하였다.18 소정시의와 일성정시의의 사용법은 거

의 비슷하고 다만 정극환을 생략하여 더욱 간소화한 것

이다. 
   이러한 소형화를 통한 실용화는 조선후기 관상감의 

적도경위의 제작에서도 나타난다. 적도경위의 자오환

(지름은 대략 79 cm)은 반원 모양의 운좌에서 움직이는 

구조이다. 따라서 자오환과 운좌는 분리가 가능하다. 적

도경위의는 기본적으로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용도이

며, 자오선을 측정하거나 북극고도를 측정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이는 간의와 소간의 등이 북극축이 고정되어 

있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적도경위의는 

한양을 벗어나도 측정 위도에 대한 제약 없이 이동하면

서 사용하는 실용적 기기였다. 
   조선의 적도경위의는 서양의 적도경위의를 응용하여 

새롭게 개량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Jacques 
Rho, Ferdinand Verbiest 와 Tycho Brahe가 제작한 적도

경위의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조선의 사유환과 규형

의 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서양의 적도경위의 구조와 잘 

융합하여 제작한 구조적 개량이었다. 적도경위의는 혼

천의를 간략하게 만든 간의, 간의를 소형화한 소간의와 

일성정시의의 계통을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천체위

치측정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종대 창제된 소간의와 일성정시의, 조선 

후기의 적도경위의에 대한 구조와 특징, 간략한 사용법

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의기 제작자들은 간

18 「세종실록」 77: 9a: line 10 ~ 12; 其小日星定時儀曰: 前造日

星定時儀太重, 不便於軍行, 故更造小定時儀, 其制與前儀大同小異, 

去定極環, 蓋欲輕便也.

의의 다목적 기능에서 천체관측(소간의)과 시간측정(일
성정시의)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 혁

신을 진행하였다. 이는 15C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관측

기기의 창제로 이어졌다. 또한 18C 적도경위의의 구조 

형성에서 전통 과학의 토대 위에서 서양 과학기기가 융

합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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