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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gugi and Wootaeck rainfall data of Gyeonggi Province from 1830 to 1893 were
restored from the 『Gaksadeungnok』 that is the government records between the central gov-
ernment and the local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restored data periods were 27, 10, 9 and
14 years for Kwangju, Suwon, Ganghwa and Gaeseong, and the total number of restored data
was 655 for the Chugugi and 427 for the Wootaek, respectively. The variation pattern of
monthly rainfall by Chugugi was investigated and it showed that the monthly rainfall more
than 300 mm was recorded 25 times with 18 times in July, 5 times in August and 3 times in
June. The cases of more than 500 mm were also recorded 8 times with the maximum 787 mm
at the Kwangju in July 1862, showing the similar pattern to Seoul. The monthly mean rainfall
for the Gyeonggi Province were 259 mm in July, 204 mm in August and 121 mm in June,
which were about one third of that of Seoul.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hugugi and
Wootaek data was carried out to derive the quantitative values of Wootaek observations. It
revealed that 1 ‘Ri’ of Wootaek observation was equal to approximately 1 ‘Chon (Chugugi
unit)’ or 20 mm, while 1 ‘Seo’ was very variable between 2 and 6 ‘Boon (Chugugi unit)’ with
the median value approximately 3 ‘Boon’ or 6 mm. Recalculated Wootaek data showed that the
monthly rainfall in July, August, and June were 289 mm, 154 mm, and 124 mm,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some features of the rainfall variation pattern during 1830~1893 were fig-
ured out, and quantitative interpretation of Wootaek data became possible based on the restored
rainfall data from the 『Gaksadeungnok』. Though many pages of the book have been lost dur-
ing the last hundreds years, 『Gaksadeungnok』 is still very meaningful and of practical use, for
it contains plenty of the local data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strongly recommended on the restoration of climate
related data and on the climatic tendency of 19th century of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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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강우 관측을 시작한 것은 호미나 쟁기
를 이용하여 젖은 흙의 깊이를 재는 우택(雨澤) 관측
방법의 등장 이후이며, 우택 관측이 제도화된 것은 고
려시대 이후로 알려져 있다. 우택 관측은 ‘리’, ‘서’라
는 단위로 관측된 정량적 관측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이 방법에 의한 관측 값이 정확히 어
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우리나라에서 강우량에 대
한 정확한 정량적 관측이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
23년(1441년) 측우기(測雨器)의 등장 이후부터이며, 이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정량적 우량관
측망의 등장을 뜻한다. 이후부터는 측우기와 우택 관
측이 병행되었으며, 측우기 관측이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약 200년 동안 중단된 기간 중에도 우택 관측은
이어져 왔다. 따라서 우택 관측자료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강우량 변동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측우기와 관련된 연구로는, 과거 일제시대 조선 관
측소장인 와다유우지(Wada, 1917)에 의해 조선시대
측우기 자료에 대한 최초 정리 및 소개가 이루어진
이래, 측우기 강우측정법, 발명 과정, 우량기록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Jhun, 1963: Kim, 1988; Chun
and Jeon, 2005; Han, 201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와 일성록(日省錄)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에 대한
강우량 변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Cho and
Nha, 1979; Jung and Lim, 1994; Jhun and Moon,

1997; Wang et al., 2006, 2007; Kim et al., 2010). 측
우기 관측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루어졌으
나, 서울 이외 지방에서 관측한 측우기 강우 기록의
발굴은 미비하다. 지방에서 관측된 측우기 자료 복원
기록으로는 부경온 등(2006)에 의한 공주감영 측우기
강우 기록과 김상원 등(2011)에 의한 기록 일부가 있
다. 최근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서『각사등록(各司
謄錄)』복원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에
서 관측된 측우기 및 우택 관측자료에 대한 복원 연
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사등록』은 조선시대 지방과 중앙 간의 각종 왕
복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 정리하고 영인한 기록물로
서 지방에서 관측된 측우기 및 우택 관측자료를 담고
있다. 이는 조선 8도 도 감영 및 주요 도시 부영에서
관측된 측우기 자료와 전국 각 지방 고을에서 관측된
우택 관측자료로서 조선시대 전국적인 강우량 패턴에
관한 연구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각사등록』은 조
선시대 중기인 1500년대 말(선조10년 경)부터 1910년
까지의 기록이지만 임진왜란 등으로 소실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1800년대 이후이다. 『각사등
록』 자료 복원 연구를 통해 조선 8도 주요 지점에 대
한 측우기 자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
들 지점에서는 우택자료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측우

기와 우택 관측자료의 상관 분석을 통해 우택자료의
보다 정량적인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서
지난 3년간에 걸쳐 수행한 『각사등록』 복원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기도 지역 4개 지점(광주, 수
원, 강화, 개성)과 『승정원일기』에서 복원된 서울지
역 자료를 이용하여 측우기 자료에 의한 강우량 변동
패턴을 분석하고, 우택자료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우
택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향후 조선
8도에 대한 『각사등록』 자료 복원이 완성되면 조선
전체 지역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질 것이며, 조선시
대 전국적인 강우량 패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
케 될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2.1 『각사등록』의 구성

『각사등록』은 계록(啓錄), 관첩(關牒), 등록(謄錄),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
첩(來牒), 등래(登來), 내거안(來去案), 장록(狀錄), 문
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
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관청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공적 기록물을 망라한
것이다. 『각사등록』에는 전국적인 도, 부, 군, 현의
강우량이 비가 올 때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농사, 기상재해, 기우제 등의 기록이 수록
되어있다.
『각사등록』은 모두 101집으로 편찬되어 있지만, 조
선 8도의 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제1집부터 제55
집까지이고, 기후 관련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제1집부터 제46집까지 이다. 『각사등록』 1-46집 사
이의 도별 구성 내용을 보면(Table 1), 경기도(1-6), 충
청도(6-10), 경상도(11-17), 전라도(18-21), 황해도(22-
26), 강원도(27-28), 평안도(29-41), 함경도(42-46) 순으
로 분류되어 있다. 평안도가 13개집으로 가장 분량이
많고 강원도가 2개집으로 가장 적으며, 제6집은 경기
도와 충청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인 『각사등록』 경기도 편에는
서울에 위치한 경기도 도 감영에서 관측된 1783~1784
년의 2년간 자료와, 광주부영 1861~1898년 사이 30년
간, 수원부영 1845~1876년 사이 10년간, 강화 1830~
1879년 사이 8년간, 개성 1861~1892년 사이 3년간의
자료가 존재한다. 도 감영에서 관측된 1783~1784년
자료는 7, 8월 자료만 있으며, 지점 명시가 분명히 되
어 있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 경기도 지
역은 서울, 광주, 수원, 강화, 개성 등 5개 지점에서의
측우기 관측 등 모두 48개 지점에서 우량 관측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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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으나 많은 자료가 유실되고, 5개 지점에서의 측
우기 기록과 광주, 수원 등 2개 지점에서의 우택기록
일부가 남아 있다.

2.2 측우기와 우택자료 복원 및 환산

『각사등록』원본으로부터 측우기와 우택 우량 관측
자료 및 농사 계절 기후자료(가뭄, 소나기, 우박, 병충
해 등)가 포함된 부분을 추출하여 한글로 번역하였으
며, 측우기와 우택 관측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우량

통계표를 만들었다. Figure 1은 경기도 광주에 대한
1861년 5월 2일(음력) 번역본의 예이다. 예시문에는
우택 기록 2‘리’, 측우기 기록 6‘분’과 농사계절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측우기 자료는 주척(周尺, 20 cm)으로 물의 수직 깊
이를 눈금을 잰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척(尺)’, ‘촌(寸)’, ‘분(分)’의 단위로 관측되
며, 이는 각각 200 mm, 20 mm, 2 mm로 보면 된다.
우택 관측 방법은 땅으로 스며든 강우 침투 깊이를

Table 1. The organization of 『Gaksadeungnok (volumn 1~46)』 contains Chugugi and Wootaeck observations, and climate-
related data for the whole 8 provinces of the Joseon Dynasty.

Vol. No. Contents Vol. No. Contents

1집 경기도 1편 경기감영장계등록(6종) 24집 황해도 3편 황해장계감영등록(6종)

2집 경기도 2편 경기각군보고(2종) 25집 황해도 4편 황해수영계보록(4종)

3집 경기도 3편 경기각군소장(12종) 26집 황해도 5편 해영송안(8종)

4집 경기도 4편 경기각국보고존안(8종) 황해도: 총 5집 18종

5집 경기도 5편 광주유영장계등록(5종) 27집 강원도 1편 강원감영계록(7종)

6집 경기도 6편 인천보첩 등(4종) 28집 강원도 2편 강원도래거안(5종)

경기도: 총 6집 24종 강원도: 총 2집 12종

6집 충청도 1편 충청감영장계등록(1종) 29집 평안도 1편 관서계록(2종)

7집 충청도 2편 충청감영장계등록(3종) 30집 평안도 2편 평안감영계록(1종)

8집 충청도 3편 충청수영장계등록(1종) 31집 평안도 3편 평안감영계록(1종)

9집 충청도 4편 충청남북각군보고(2종) 32집 평안도 4편 평안감영계록(1종)

10집 충청도 5편 충청남북각군소장(5종) 33집 평안도 5편 평안감영계록(1종)

충청도: 총 5집 16종 34집 평안도 6편 평안감영관첩(2종)

11집 경상도 1편 경상감영계록(3종) 35집 평안도 7편 의주부장계등록(2종)

12집 경상도 2편 동래부계록(2종) 36집 평안도 8편 평안남북래거안(2종)

13집 경상도 3편 경상감영관첩(16종) 37집 평안도 9편 평안남북각군소장(8종)

14집 경상도 4편 래영문첩(7종) 38집 평안도 10편 평안남북각군보고(8종)

15집 경상도 5편 경상남북각군보고(3종) 39집 평안도 11편 평안정례절목(6종)

16집 경상도 6편 동래통안(3종) 40집 평안도 12편 기부보초(23종)

17집 경상도 7편 통제영계록(6종) 41집 평안도 13편 훈령등록(29종)

경상도: 총 7집 40종 평안도: 총 13집 83종

18집 전라도 1편 전라감사계록(4종) 42집 함경도 1편 함경감영계록(9종)

19집 전라도 2편 제주계록(5종) 43집 함경도 2편 함경북병영계록(7종)

20집 전라도 3편 전라좌수영계록(10종) 44집 함경도 3편 함경남병영계록(7종)

21집 전라도 4편 전라각군보고(4종) 45집 함경도 4편 함경남북각군보고(17종)

전라도: 총 4집 23종 46집 함경도 5편 함경각읍민은책자(48종)

22집 황해도 1편 황해감영장계계록(1종) 함경도: 총 5집 88종

23집 황해도 2편 황해감영장계계록(1종) 전체 총 46집 30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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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고, 보습자락과 호미자락의 길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 ‘리(梨)’, ‘서(鋤)’ 두 가지 단위로 기
록된다. 우택 관측의 경우 관측하는 관원의 주관적 판
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과 관측지점의 지표면
피복상태, 지형적 조건, 지층토질의 종류에 따라 강우
침투깊이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측우기와 우택관측이 동일한 시점
과 장소에서 관측된 자료가 있다면, 상호 비교 분석
을 통해 우택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국
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점에서 관측된 우택 관측자료
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각사등록』으로부터 복원된
측우기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4개 지역(광주, 수원,
강화, 개성)에 대한 월별, 연도별 강우량 변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동 기간 중 『승정원일기』로부
터 복원된 서울 지역의 측우기 관측자료를 함께 이용
하였다. 그리고 측우기와 우택 관측자료와의 상관 분
석을 통해 우택자료(1‘리’, 1‘서’)를 현재의 우량 단위
(mm)로 환산하여 우택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조사하
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각사등록』에 의한 경기도지역 측우기 관측자

료 복원

『각사등록』 경기도편으로부터 경기도지역 4개 지

점(광주, 수원, 강화, 개성)에 대한 측우기 강우 자료
를 복원하였다. Table 2는 이들 4개 지점의 월강우량
을 연도별로 보인 것이다. 강우량 자료의 신뢰도 평
가와 비교분석을 위해 승정원일기로 복원된 동기간
중 서울 강우량 자료를 함께 보였다. 복원된 자료의
기간은 광주가 1861년부터 1893년 사이에 27년간으
로 가장 길며, 수원 1845~1876년 사이 10년간, 강화
1830~1879년 사이 9년간, 개성 1861~1892년 사이 14
년간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지역에 대해 복원된 측
우기 관측자료의 수를 보면(Table 3), 광주 292개, 수
원 143개, 강화 47개, 개성 173개로 모두 655개의 자
료가 발굴되었다. 이를 월별로 보면 7월이 172개로 가
장 많고, 6월 124개, 8월 116개로 여름철에 많으며,
그다음 4월과 5월 85~92개, 9월이 55개 정도이다. 이
에 비해 3월과 10월은 매우 적다. 대체로 지방에서 관
측된 자료 수는 측우기 관측이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
어졌던 서울지역과 비교할 때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던 문서들이 상당부분 유실
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지방에서의 관측이 서울보다는
다소 소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각사등록』의
자료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거의 누락되어
있어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측우기 관측이 주로 3
월부터 10월까지 하계에 집중되고 겨울철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추정케 한다. 이는 조선시
대는 농업국가로서 농번기의 강우량이 중요한 점과

Fig. 1. A sample of translated article of 『Gaksadeungnok』 for the Gwangju of Gyeonggi Province on 9 June 1861 (solar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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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rainfall data of Chugugi for Gyeonggi
Province (Gwangju, Suwon, Ganghwa, Gaeseong) from
『Gaksadeungnok』, and for Seoul from 『Seungjeongwonilgi』
during 1830~1893. ( ) indicates the values of big difference
from the Seoul more than 5 times.

(Gwangju,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1861 - - - 192 148 042 - -
1862 - 034 072 012 786 118 190 -
1863 - - 056 066 150 140 - -
1864 - 100 - - 140 - - -
1865 - - - - - (18) - -
1867 - 010 - - - - - -
1868 - 130 074 240 386 100 - -
1869 - 056 - 078 136 - - -
1870 - - - 210 046 278 070 -
1871 - 022 028 058 110 154 176 -
1872 - 164 060 032 134 072 038 -
1873 30 062 022 132 136 120 034 -
1874 - - 128 108 232 208 078 -
1875 - 010 038 092 200 (12) - -
1876 - 018 - 064 064 204 060 -
1877 18 052 064 138 - (12) 100 -
1878 24 014 - (8) - - - -
1884 - - 054 (30) (44) - - -
1885 - 020 092 - (90) - - -
1886 - 166 092 392 204 262 084 -
1887 - 072 030 062 204 322 024 -
1888 - 014 022 - 298 - - -
1889 - 24 058 216 314 086 044 -
1890 12 054 038 194 170 126 028 -
1891 - 024 012 048 256 284 134 -
1892 - 060 - 046 236 358 - -
1893 - 018 - - - - - -

(Suwon,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1845 - - - - 214 - - -
1846 - - - - 400 (26) - -
1850 - 042 - 122 606 272 - -
1851 - 018 030 122 088 144 266 -
1852 10 - 116 150 388 122 116 -
1853 24 116 074 054 354 064 010 -
1867 - 028 080 048 620 180 040 -
1868 38 078 104 300 610 110 - -
1875 10 046 178 256 384 356 - -
1876 16 020 034 078 042 202 052 -

(Ganghwa,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1830 - - - - - - 078 30
1831 - 50 062 168 124 158 208 -
1851 - - - - - 378 - -
1857 - - - - - 222 - -
1859 - - - 050 (74) 078 - -
1860 - - - - (92) 450 - 28
1877 - - - - (84) - - -
1878 - 66 114 (12) - - - -
1879 - - - 040 (106) - 288 -

Table 2. Continued.

(Gaeseong, mm)

 Mar Apr May Jun July Aug Sep Oct

1861 - 54 076 214 310 022 026 -
1862 - 58 056 084 564 092 058 -
1873 - 54 130 142 364 244 048 -
1874 - - 036 370 346 096 138 -
1875 - 26 118 040 388 678 - -
1884 - 28 092 044 094 260 160 -
1885 - - 072 006 610 272 176 -
1886 - 68 050 210 - - - -
1887 - 66 068 - 174 134 - -
1888 - 62 - 006 310 064 - -
1889 - - 022 090 292 - - -
1890 - 50 022 280 240 070 - -
1891 - 34 034 154 400 156 - -
1892 - 54 - 056 188 248 080 -

(Seoul,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1830 012 100 022 056 0438 188 054 148
1831 050 056 132 - 0088 180 116 056
1845 118 074 076 142 0402 310 020 030
1846 006 098 136 252 0710 360 200 002
1850 004 038 100 198 0334 262 062 030
1851 042 052 056 100 0152 626 382 120
1852 - 024 132 148 0396 090 110 006
1853 040 128 084 022 0252 090 040 028
1857 044 118 172 250 0274 238 358 006
1859 - 162 066 188 0408 300 056 012
1860 012 102 074 068 0660 448 030 050
1861 - 072 068 290 0108 096 084 024
1862 002 086 096 020 0716 156 170 014
1863 046 008 014 182 0472 436 034 018
1864 034 118 070 066 0226 242 094 094
1867 004 074 080 172 0590 258 084 064
1868 030 032 094 266 0500 382 050 052
1869 004 060 058 154 0274 160 142 022
1870 - 056 042 148 0042 294 182 008
1871 020 030 086 112 0450 572 188 038
1872 050 148 090 044 0198 176 036 184
1873 030 084 084 138 0176 264 258 090
1874 006 022 122 358 0466 466 078 030
1875 068 104 174 180 0520 656 016 -
1876 032 022 030 144 0082 300 076 -
1877 040 132 130 108 0550 284 110 044
1878 028 140 124 088 0420 028 156 150
1879 074 058 164 262 1086 528 062 024
1884 018 064 166 146 0372 230 156 036
1885 - 032 050 002 0528 354 358 012
1886 - 134 048 342 0152 236 138 026
1887 006 044 - 042 0118 258 016 030
1888 008 064 016 016 0528 064 180 020
1889 002 006 060 140 0440 026 062 006
1890 022 074 042 282 0212 098 016 032
1891 024 036 110 112 0298 206 206 026
1892 004 032 008 054 0334 404 056 024
1893 - 024 142 116 0080 238 232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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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량 측
정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계절별 우량 기록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부 월별로 누락된 자료들이 있지만 4월부터 9월
까지 비교적 자료들이 많이 있으며, 연도별로는 1830,
1831년 강화자료 이후 공백이 있으나 1845년부터 비
교적 유용한 우량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Table 2).
『각사등록』 자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서들을 정
리하여 편찬한 책자이므로 유실된 자료가 상당히 있
음은 어쩔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 복원된 측우기 자
료만으로도 1800년대 한반도 강우변동 패턴 연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사료된다. 한
편 Table 2에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뢰
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자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3~5
월과 9~10월의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강
우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6, 7, 8월에 대해서만 신
뢰도를 평가하였다. 즉 6, 7, 8월의 월강우량이 100 mm
미만이면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월강
우량과 5배 이상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를 데이터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사례로 분류하고 분석에
서 제외하였으며, Table 2에서 괄호로 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수원과 개성의 경우 자료의 수는
많지 않으나 자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광
주는 보통, 강화의 경우는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각사등록』 측우기 자료에 의한 경기도지역 강

우량 변동 패턴 분석

Table 2의 자료를 근거로 다우(多雨) 사례와 월 평

균 강우량에 대해 논하였다. 대체로 지역과 월별, 연
도별로 강우량 값이 매우 다양하며 변동 폭이 비교적
크다. 6, 7, 8월의 여름철 월강수량은 거의 200 mm 넘
게 나타나며 500 mm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보
인다. 그 밖의 월에서도 100 mm 이상의 다우 사례가
많이 보이나 여기서는 일단 여름철 강우에 대해 중점
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월강우량 300 mm 이상인 경우의 수를 보면(Table

4), 월별로는 7월이 18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8월,
6월 순이며 서울도 같은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개성
이 10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수원, 광주 순이다. 다
우 현상이 가장 빈번한 7월의 경우를 보았을 때, 수
원과 개성은 각각 10년 중 7회(70%), 13년 중 8회
(62%)로서 7월의 강우량이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
가 빈번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서울 38년 중 21회
(55%)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광주와 강화는 다
우 발생 빈도가 적다. 대체로 강우 자료는 많게 관측
되었을 때 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
원과 개성의 관측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 진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월강우량이 500 mm 이상 관측된
사례를 보면(Table 5), 모두 7회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7월에 발생하였으나 6월에도 1회가 있다. 전체적으로
500 mm 이상의 매우 많은 월강우량을 기록하였을 때
서울의 강우량도 그에 상응하는 강우량을 기록하여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며, 특히 광주
에서 786 mm를 기록하였던 1862년 7월의 경우 개성
과 서울에서도 각각 564 mm, 716 mm를 기록하여 많
은 비가 내린 것이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각사등

Table 3. Number of restored Chugugi data for Gyeonggi Province (Gwangju, Suwon, Gaeseong, Ganghwa) from the
『Gaksadeungnok』, and for Seoul from the 『Seungjeongwonilgi』 during 1830~1893.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Total

Gwangju 04 044 032 061 073 050 028 - 0292
Suwon 05 013 024 024 040 029 008 - 0143
Ganghwa - 05 007 008 009 009 007 002 0047
Gaeseong - 023 029 031 050 028 012 - 0173

Total 09 085 092 124 172 116 055 002 0655

Seoul 83 183 183 230 445 364 194 124 1806

Table 4. The same as in Table 3 except for the number of cases of monthly rainfall more than 300 mm in June, July and
August.

 Gwangju Suwon Ganghwa Gaeseong Total Seoul

June 1 1 - 01 03 02
July 3 7 - 08 18 21
August 2 1 1 01 05 14

Total 6 8 1 10 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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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부터 복원된 월 최대 강우량 출현과 같은 어
느 특정 기상현상들에 대해 관련 역사 기후기록들을
함께 모아 연구를 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
출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기상현상 자료는 매

우 신뢰도가 높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의 월강수량을 비교분석하
기 위하여 1831년부터 1892년 사이에 연도별로 경기
도지역 4개 지점과 서울에 대한 6, 7, 8월의 월강우량

Table 5. The same as in Table 3 except for the severe heavy rain cases with monthly rainfall more than 500 mm. [Unit: mm]

 Gwangju Suwon Ganghwa Gaeseong Seoul

July 1850 - 606 - - 334
July 1862 786 - - 564 716
July 1867 - 620 - - 590
July 1868 386 610 - - 500
June 1874 626 - - - 466
July 1885 090 - - 610 528

Fig. 2. Monthly rainfall (mm) of June, July and August for the 4 sites of Gyeonggi province and for the Seoul during
183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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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나타내었다(Fig. 2). 월별로 보면 6월에 비해
7월과 8월 강우량의 변동폭이 크며, 지역별로는 수원,
개성의 강우 변동패턴이 서울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 반면 광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강화는 비
교적 차이가 크다. 이는 자료의 유실 여부와 가장 상
관이 있고, 섬이 갖는 강우량 변동특성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월별로 월평균강우량을 산정하였다(Table 6).
여기서 Table 2의 자료 중 신뢰도가 매우 낮은 괄호
내 값은 제외하였다. 경기도 전체 평균값으로 볼 때
7월이 259 mm, 8월 204 mm, 6월 121 mm이며, 그다
음 9월 120 mm, 5월 74 mm, 4월 53 mm 순이다. 이
는 서울 값과 비교했을 때 70~80% 수준이며, 9월은
거의 비슷하다. 지점별로 보면 수원과 개성의 7월 강
우량이 각각 370 mm, 329 mm로 300 mm 이상의 상
당히 많은 월강우량을 기록했고, 강화의 8월 값도 257
mm로 비교적 많은 우량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강화
의 6, 7, 10월과 광주의 5, 7월 우량이 다소 적게 관
측된 감이 있으나, 그 밖의 경우는 서울을 포함한 지
점 간 격차가 아주 크지 않으며 비교적 충실하게 관
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3.3 『각사등록』에 의한 우택자료 복원과 측우기 자

료와의 상관 분석

경기도 4개 지점 중 우택 관측 기록이 있는 곳은
광주와 수원 2개 지역이며, 개성과 강화는 없다. 『각
사등록』 원문에 보면 대부분 측우기(‘척’, ‘촌’, ‘분’)
와 우택자료(‘리’, ‘서’)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나, 집중
호우로 강우량이 매우 많을 때는 혹은 도랑 또는 강
이 넘쳐흘렀다는 내용과 함께 ‘우택 관측 불가’라는

기사가 나온다. 우택관측의 단위 ‘리’는 쟁기, ‘서’는
호미로 젖은 땅의 깊이를 잰 것으로 거의 주관적 판
단에 의해 관측이 이루어진다. 관측기록을 보면 ‘리’
또는 ‘서’, 혹은 ‘리’와 ‘서’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리’의 경우 1‘리’부터 9‘리’까지 관측된 기록이 있으
나, ‘서’의 경우는 거의 2‘서’까지이고 3‘서’ 이상의 기
록은 거의 없다. 1‘리’가 몇 ‘서’인지에 대해서는 불
명확하며, 정립된 관계도 없다. 따라서 우택 기록으로
어떤 정량적인 평균값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
기서는 측우기 관측 값을 이용하여 우택관측 값이 어
느 정도의 우량 값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으며, 1‘리’와 1‘서’에 대한 우량 값을 산정
하였다.
우선 ‘리’로 관측된 기록만을 이용하여 1‘리’의 값
을 산정하였다(Table 7). 산정에 이용된 샘플 수는 광
주가 87개, 수원은 112개로 모두 199개의 자료이다.
1‘리’의 값은 광주의 경우 18.7 mm, 수원은 21.7 mm
이며 두 지점의 평균값은 20.3 mm가 된다. 우택 관측
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우량 값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강우량 수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결과
로서 1‘리’는 약 20 mm, 즉 측우기 단위로 1‘촌’ 정
도 되는 것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는 ‘리’보다 작은 단위이지만 1‘리’와 1

‘서’ 사이에 정립된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관측 자료
를 보면 매우 불규칙하다. 우택자료 1‘서’ 값을 산정
하기 위하여 측우기 관측 우량 값에 따른 1‘서’의 발
생빈도를 조사하였다(Table 8, Fig. 3). 표와 그림에서
보는 대로 1‘서’는 0.5‘분’에서 8‘분’까지 매우 다양하
고 불규칙하게 관측되었으며, 광주의 경우는 대체로
2‘분’~3.5‘분’ 사이로 관측된 횟수가 많고 수원은 5‘분’~

Table 6. The same as in Table 3 except for the monthly mean rainfall. ( ) means the ratio to Seoul.  [Unit: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Gwangju 21.0 53.6 55.3 125.4 214.3 181.6 081.5 -
Suwon 19.6 49.7 88.8 141.3 370.2 181.3 108.0 -
Ganghwa - 58.0 88.0 086.0 124.0 257.2 191.3 29.0
Gaeseong - 50.4 64.7 130.5 329.2 194.7 098.0 -

AVG
20.3

(71.5%)
52.9

(74.2%)
74.2

(85.3%)
120.8

(82.6%)
259.4

(70.1%)
203.7

(73.7%)
119.7

(97.5%)
29.0

(64.7%)

Seoul 28.4 71.3 87.0 146.2 369.8 276.4 122.8 44.8

Table 7. Conversion of the Wootaek rainfall observations unit 1 ‘Ri’ into mm by the Chugugi data (1830~1893). ( ) means
number of samples.

Wootaek obs.
Conversion Values into mm

Kwangju Suwon Kwangju and Suwon

1 ‘Ri (리)’ 18.7 mm (87) 21.7 mm (112) 20.3 mm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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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사이로 관측된 횟수가 많다. 평균을 취하면 광
주는 2.5‘분’, 수원은 5.6‘분’이며, 두 지점의 평균은
2.9‘분’이다. 따라서 1‘서’는 측우기 값으로 보통 2‘분’
에서 6‘분’ 사이로 관측되었으며, 평균값은 약 3‘분’
정도 된다. 이를 mm로 환산하면, 1‘서’는 대체로 6 mm
내외로 보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조선 8도 전역으
로 연구범위가 확대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결과로서 우택 관측값 1‘리’
는 약 20 mm, 1‘서’는 약 6 mm 정도로 보고자 한다.
한편 『각사등록』 원문을 보면 측우기와 우택 기록
이 함께 나오나, 간혹 강우량이 많을 때 강이나 둑이
넘치고 우택 관측이 불가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경우 많은 비로 인해 우택 관측은 불가능하나 측우기
자료는 존재하므로 간접적으로 우택 자료를 추정할

Table 8. Number of occurrence of Wootaek 1 ‘Seo’
depending on the Chugugi observations for the Kwangju and
Suwon.

Chugugi
(‘Boon’, mm)

Wootaek 1 ‘Seo’ (No.)

Kwangju
(1861~1893)

Suwon
(1845~1875)

0.5'(1 mm) 04 -
1' (2 mm) 17 1
1.5'(3 mm) 05 -
2' (4 mm) 37 -
2.5'(5 mm) 27 1
3' (6 mm) 30 -
3.5'(7 mm) 18 -
4' (8 mm) 05 -
5'(10 mm) 03 5
6'(12 mm) 02 9
7'(14 mm) - 2
8'(16 mm) - 2

Fig. 3. Diagram for the number of occurrence of the
Wootaek observation 1 ‘Seo’ versus Chugugi observations.

Table 9. Cases of Wootaek observation unmeasurable or
river to overflow due to severe heavy rainfall.

Date
Chugugi (mm)

Kwangju Suwon

1845
7. 24~26  - 214
7. 31  - 400

1850
7. 15~17  - 360
7. 23~25  - 176
8. 02~03  - 160

1853 7. 16~18  - 166(8 Ri)

1862
7. 12~16 262 -
7. 16~19 184 -

1863 7. 27~29  150 -

1864 7. 08~09 072 -

1867
7. 21~24 - 260
7. 24~26 - 110
7. 26~30 - 106

1868

6. 14~16 092 -
7. 17~18 - 132
7. 25~27 - 136
7. 29~30 - 114
7. 21~8. 04 214 -

1870 8. 20~21 104 -
8. 21~23 108 -

1871 8. 16~17 082 -
9. 15~16 096 -

1873 8. 24~26 090 -

1874
7. 29~31 112 -
8. 06~07 208 -

1875

6. 30~7. 01 - 142(7 Ri)
7. 24 - 184(9 Ri)
7. 29~31 128 -
8. 18~19 - 190(9 Ri)

1876 8. 08~09 104 -

1886
6. 22~23 124 -
6. 25~27 188 -
8. 01~03 122 -

1887 8. 21~9. 01 102 -

1888
7. 08 138 -
7. 08~09 118 -

1889 6. 23~25 122 -
7. 07~15 204 -

1890 6. 25~26 116 -
7. 11~12 094 -

1891
7. 22~24 106 -
7. 24~8. 22 284 -
9. 02~05 104 -

1892
7. 29~30 106 -
8. 21~22 136 -
8. 22~9. 09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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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다. 이러한 호우 사례를 보면(Table 9), 광주의
경우 1861년부터 1892년까지 총 291개의 사례 중 31
건, 수원 경우는 1845년부터 1876년까지 총 143개의
사례 중 15건의 집중호우 사례가 있었다. 여기서 강

이나 둑이 넘치거나 우택 관측이 불가능했던 사례는
대체로 일 강우량 100 mm 이상의 비가 왔을 때로 나
타나고 있다. 월별로는 이러한 사례가 7월에 가장 많
고 그다음 8월, 6월 순으로 나타나며, 광주의 경우 9
월에 나타났던 사례도 있다. 또 수원 자료에서 보면
1853년과 1875년에 이러한 호우가 있었음에도 각각
8‘리’와 7‘리’~9‘리’의 우택 관측기록이 있어 수원에서
는 우택 관측이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우택자료를 mm로 환산하여 광주와 수원에 대해 연
도별로 월강우량을 나타내었다(Table 10). 여기에는
Table 9에서 보인 호우로 인해 우택관측이 불가했던
경우의 측우기 우량 값을 포함시켰으며, Table 10에
진하게 표시하였다. 월강우량 산정 시 사용된 자료의
수는, 7월이 107개, 6월 85개, 8월 78개로 모두 427
개의 자료이며, 이를 측우기 경우와 비교하면 7월은
다소 적지만 그 밖의 월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Table
11). 이번에는 우택자료의 월평균강우량의 평균값을
산정하였으며 측우기 값도 함께 나타내었다(Table 12).
월별로 보면 월평균 강우량은 7월이 광주 207 mm, 수
원 371 mm로서 가장 많고, 8월은 162 mm, 146 mm,
6월은 114 mm, 134 mm 정도이며, 평균값은 7월 289
mm, 8월 154 mm, 6월 124 mm로서 전체적으로 측우
기 값보다 다소 적지만 큰 차이는 없다. 특히 7월의
경우 매우 비슷한데 이는 7월에 비교적 많은 우택 관
측 불가 사례에 대한 측우기 자료 포함 때문으로 보인다.

4. 결 론

『각사등록』으로부터 1830년부터 1893년 사이에 경
기도지역 4개 지점(광주, 수원, 강화, 개성)에 대한 측
우기 및 우택 우량 관측자료를 복원하고 강우량 변동
패턴에 대해 논하였다. 복원된 자료의 기간은 광주
1861~1893년 사이 27년간, 수원 1845~1876년 사이 10
년간, 강화 1830~1879년 사이 9년간, 개성 1861~1892
년 사이 14년간이다. 복원된 자료의 수는 측우기의 경
우 광주 292개, 수원 143개, 강화 47개, 개성 173개로
모두 655개이며, 우택은 광주 286개, 수원 141개로 모
두 427개이다. 월별로는 7월이 가장 많고 6월, 8월 순
이며, 하계에 많다. 대체로 『각사등록』에 기록된 우
량 자료는 3월부터 10월까지 존재하며, 11월부터 2월
까지의 동계에는 거의 없다. 서울의 측우기 자료 수
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10분의 1 수준이다.
측우기 자료에 의한 월강우량 패턴을 조사하였다.
월강우량 300 mm 이상 많은 우량이 기록된 경우가
모두 25회 있었으며, 지점별로는 개성 10회, 수원 8
회, 광주 6회이고, 월별로는 7월에 18회, 8월 5회, 6
월 3회이다. 같은 기간 중 서울은 총 37회에 7월 21
회, 8월 14회, 6월 2회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자료의

Table 10. Monthly rainfall data of Wootaek for Gyeonggi
Province (Gwangju, Suwon) from 『Gaksadeungnok』
during 1830~1893. Thick values include Chugugi data in
case that the Wootaek data is not available due to heavy
rainfall.

(Gwangju,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1861 - - - 226 158 046 - 
1862 - 032 076 012 794 132 210
1863 - - 040 066 150 144 - 
1864 26 072 - - 132 - - 
1867 - 006 - - - - - 
1868 - 138 092 236 386 112 - 
1869 - 058 - 086 132  - 
1870 - - - 130 040 332 080
1871 - 024 026 052 112 160 182
1872 - 184 060 032 150 080 040
1873 32 062 026 086 142 150 044
1874 - - 136 130 244 208 086
1875 - 012 040 098 208 012 - 
1876 - 020 - 072 072 214 060
1877 20 050 072 142 - 012 104
1878 06 012 - 006 - - - 
1884 - - 032 032 020 - - 
1885 - 020 100 - 072 - - 
1886 - 150 098 396 170 150 092
1887 - 078 032 064 198 238 026
1888 - 012 020 - 302 - - 
1889 - 024 066 218 324 092 046
1890 12 060 038 202 180 136 032
1891 - 026 012 052 268 284 136
1892 - 064 - 052 250 202 164
1893 - 020 - - - - - 

(Suwon, mm)

 Mar Apr May Jun Jul Aug Sep

1845 - - - - - - - 
1846 - - - - - 020 - 
1850 - 040 106 106 596 260 - 
1851 - 020 020 120 080 140 240
1852 06 - 078 140 340 100 100
1853 20 120 038 040 326 052 006
1867 - 020 052 060 622 120 100
1868 40 046 092 280 602 100 - 
1875 06 040 160 246 360 340 - 

1876 20 020 040 080 040 18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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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로 볼 수 없다.
또 월강우량 500 mm 이상의 매우 많은 강우가 기록
된 경우도 광주 4회, 수원 3회, 개성 2회 등 모두 9
회 있었다. 특히 1862년 7월의 경우 광주에서 786 mm
를 기록했는데, 개성과 서울에서도 각각 564 mm, 716
mm를 기록함에 따라 이 자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
는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서
울은 물론 지방에서의 관측도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
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월강우량의 변동 폭은 7월
과 8월에 가장 크며, 수원과 개성의 변동 패턴이 서
울과 비교적 유사한 반면 광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강화는 차이가 크다. 경기도 4개 지점의 월강우량의
평균값은 7월 259 mm, 8월 204 mm, 6월 121 mm이며,
그다음 9월 120 mm, 5월 74 mm, 4월 53 mm 순이다.
이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70~80% 수준이다.
측우기 자료를 이용하여 우택 관측 값 1‘리’와 1‘서’
에 대한 우량 값을 산정하였다. 1‘리’ 값 산정에는 총
199개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1‘리’가 광주 18.7 mm,
수원 21.7 mm이고 평균값은 20.3 mm로 산정되었다.
측우기 값에 대한 발생 빈도로 산정한 1‘서’ 값은 광
주 2.5‘분’, 수원 5.6‘분’이고 평균값은 2.9‘분’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우택 관측 값 1‘리’는 측우기 1‘촌’과
거의 같은 20 mm 내외, 그리고 1‘서’는 측우기 3‘분’
과 거의 같은 6 mm 내외로 산정되었다. 광주와 수원
두 지점의 평균값으로 본 우택 자료의 월강우량은 289
mm, 154 mm, 124 mm이며, 전체적으로 측우기보다 다
소 적은 값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 연구에서 『각사등록』 경기도편 측우기 및 우택
자료에 의한 강우량 변동 특성 분석을 통해, 조선시
대 1830년대 이후 19세기의 강우량 변동 패턴을 일
부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택자료의 정량적 우량 관

측 값 산정을 통해 과거 고려시대 이후 오랫동안 행
해져 온 우리나라의 우택 관측 값에 대한 보다 정량
적인 해석이 가능케 되었다. 『각사등록』 자료가 상
당 부분 유실되어 있긴 하나, 지방에서 관측된 자료
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고 활용성이 높다고 사
료된다. 향후, 조선 8도 전역에 대한 자료 복원이 완
성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19세기 조선 8도 전국적인 강우량 자료와 함
께 기후특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과제 “조선시대 역사 기후자료 복원연구(I)
(과제번호 APCC 2013-3130)”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
루어졌습니다.

REFERENCES

Boo, K.-O., W.-T. Kwon, S.-W. Kim, and H.-J. Lee, 2006:
Restoration of 18 Years Rainfall Measured by Chu-
gugi in Gongju, Korea during the 19th Century.
Atmos., 16, 343-350.

Cho, H. K., and I. S. Nha, 1979: Climatic Variations in
Korea in the Eighteenth Century - Rainfal -.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2, 83-103.

Chun, Y., and S. Jeon, 2005: Chugugi, Supyo and Punggi,
Meteorological instruments of the 15Th centry in
Korea. History Meteor., 2, 25-36.

Han, S.-B., 2010: Rainfall records since 1441 (Sejong 23)
measured by Chugugi, Chugugi and Chugudae. Com-

Table 11. Number of restored Wootaek data for Gyeonggi Province (Gwangju, Suwon) from the 『Gaksadeungnok』 during
1830~1893. The numbers include the cases of severe heavy rainfall in the Table 9.

 Mar Apr May Jun Jul Aug Sep Total

Gwangju 4 44 31 61 069 49 28 286
Suwon 5 13 24 24 038 29 08 141

Total 9 57 55 85 107 78 36 427

Table 12. Monthly mean rainfall of restored Wootaek data for Gyeonggi Province (Gwangju, Suwon) from the 『Gaksadeungnok』
during 1830~1893.

 Mar Apr May Jun Jul Aug Sep

Gwangju
Wootaek 19.2 53.5 56.8 113.8 207.3 161.6 087.5
Chugugi 21.0 53.6 55.3 125.4 214.3 181.6 081.5

Suwon
Wootaek 18.4 43.7 73.3 134.0 370.8 145.8 101.2
Chugugi 19.6 49.7 88.8 141.3 370.2 181.3 108.0



400 『각사등록』에 의한 조선시대 경기도지역 측우기 우량 관측자료 복원 및 분석(1830~1893)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4호 (2013)

memoration seminar collections for the 613th anni-
versary of the birth of King Sejong the Great, 187-
196.

Jhun, J.-G., and B.-K. Moon, 1997: Restorations and Anal-
yses of Rainfall Amount Observed by Chukwookee.
Asia-Pac. J. Atmos. Sci., 33, 691-707.

Jhun, S.-W., 1963: On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rainfall
measurement of Joseon dynasty.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66, 49-57.

Jung, H.-S., and G.-H. Lim, 1994: On the Monthly Precipi-
tation Amounts and Number of Precipitation Days in
Seoul, 1770-1907. Asia-Pac. J. Atmos. Sci., 30, 487-
505.

Kim, C., Q. Weihong, H. Kang, and D. Lee, 2010: Inter-
decadal Variability of East Asian Summer Monsoon
Precipitation over 220 Years (1777-1997). Adv.
Atmos. Sci., 27, 253-264.

Kim, S.-W., J.-S. Park, J. A Kim, and Y. Hong, 2012: Res-
toration of 19th-century Chugugi Rainfall Data for
Wonju, Hamheung and Haeju, Korea. Atmos., 22,
129-135.

Wada, Y.-J., 1917: The 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record of the Joseon ancient meteorological observa-
tions. Meteorological observatory, the Japanese gov-
ernment general of Korea, 200 pp.

Wang, B., Q. Ding, and J. Jhun, 2006: Trends in Seoul

(1778-2004) summer precipitation. Geophys. Res.
Lett., 33, L15803.

______, J. Jhun, and B. Moon, 2007: Variability and Sin-
gularity of Seoul, South Korea, Rainy Season (1778-
2004). J. Climate, 20, 2572-2580.

※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한글 및 일본어 참고문헌은 편집
진에서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상운, 1963: 이조시대의 강우량 측정법에 관하여. 일본
과학사학회편집, 66, 49-57.
Jhun, S.-W., 1963: On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rainfall
measurement of Joseon dynasty.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66, 49-57.
2) 한상복, 2010: 1441년(세종23년)이후 측우기에 의한 우량
기록. 측우기와측우대, 세종대왕탄신613돌기념세미나집, 187-
196.
Han, S.-B., 2010: Rainfall records since 1441 (Sejong 23)
measured by Chugugi, Chugugi and Chugudae. Commemoration
seminar collections for the 613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ng Sejong the Great, 187-196.
3) 和田雄治, 1917: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査報告. 朝鮮總督府
觀測所, 200 pp.
Wada, Y.-J., 1917: The 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record of the Joseon ancient meteorological observations.
Meteorological observator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200 pp.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