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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nggi (風旗) is one of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s made in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 Its purpose was to observe the direction of the wind. It is estimated that it                
started its operation in the 16th century at least. But it does not remain in a perfect form, like the                   

Chugugi (測雨器) and the Supyo (水標). The Punggi (風旗) can only be found at old document               
data, while the stone used to build the Punggi still remains. Since the stone had been named as                 

the Punggi-dae (風旗臺) by 和田雄治 (1917), the name has not been changed until now. The              

Punggi is currently located in the Gyeongbok-gung (景福宮) and the Changgyeong-gung (昌慶           

宮). Meantime, there have been several transfers of its position. However, 和田雄治 (1917)’s            

paper and the『每日新報』(Maeil-Sinbo, 1929) articles have provided new clues. Also, the word           

‘Hupungso (候風所)’ was found in the 『朝鮮王朝實錄』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承政院日記』(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 designed harbor           
where the ship was staying was usually considered a special section for wind observations. It is               

assumed that the Hupungso was in most of the harbors at that time. This paper assumes the                

Punggi and the Hupungso had a lot of interest in wind observations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study, we'll look for contained information about the Punggi and the viewpoints about wind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Punggi, Punggi-dae, history of meteorology, meteorological instrument, wind,         

anemoscope

1. 서  론

고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을 꾸준히     

관측하고 이를 해석하려 하였다. 그만큼 고대인들에     

게 있어서 하늘은 매우 큰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천문은 기상을 포함하는 학문이었다. 한(漢)     

나라 시대의 천문 서적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      

문 현상을 언급하면서 바람이라는 부분을 따로 설명    

하고 있다 (이문규, 2000). 이러한 하늘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관측    

을 수행한 천문 및 기상 관측 기구의 제작이 이루어졌    

으며,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와 일부 유물들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한 기상 관측 기구는 세 가지가 있    

다. 세계 최초(最初), 최고(最古)의 우량(雨量) 측정계    

인 측우기(測雨器)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    

(水標), 그리고 바람을 관측하는 풍기(風旗)가 있다. 측    

우기에 관해서는 和田雄治 (1917)가 처음 언급한 이    

래 지금까지도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우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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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로써 문헌 자료와 우량을 측정한 데이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연구자      

들이 기록의 점검과 보완을 해왔다 (부경온 등, 2006).       

또한 측우기를 받쳐 주는 측우대(測雨臺)도 중요한 역      

사적 유물 자료로써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전태일 등, 2011). 수표에 관한 연구도 측우기       

와 마찬가지로 和田雄治 (1917)가 처음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되었고, 문헌과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풍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내 과학사 관       

련 서적들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기상 관측 기구 가        

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연구의 성과       

는 측우기나 수표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문헌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측우기와 수표처럼      

수치(數値)로 남겨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풍기를 주제로 하여 연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측우기나 수표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 (Chun       

& Jeon, 2005)되거나 과학사 관련 서적에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풍기는 다른 기상 관측 기구들 (측우기, 측       

우대, 수표)과 다르게 완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불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풍기를 이루던 받침만      

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를 풍기대(風旗臺)      

라고 부른다. 현재 풍기대는 2기가 남아 있으며, 경복       

궁(景福宮)과 창경궁(昌慶宮)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들    

은 1985년 8월 9일에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경복궁에       

위치한 풍기대 (이하 경복궁 풍기대)는 보물 제 847호       

이며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Fig. 1, 왼쪽 그림). 반         

면에 보물 제 846호로 지정된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       

대 (이하 창경궁 풍기대)는 상단 부분이 절단되어져 시       

멘트로 접합시켜 놓은 것으로 경복궁 풍기대에 비해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Fig. 1, 오른쪽 그림).

이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제시한 풍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살펴 본 후, 오늘날 풍기대로 불리 우는 풍        

기 받침대의 어원과 설치했던 위치의 이동 경위를 추       

적해보았다. 아울러『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서 언급하고 있는 풍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바     

람을 관측하던 장소로 추정되는 후풍소(候風所)를 그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몇 가지 의문점과 향후 과     

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경복궁과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대를 고문헌에 기록된 기사와 기존에 언급된 관     

련 기사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기록된 기     

사 가운데 바람과 관련된 용어를 찾고 풍기가 갖고     

있는 기능적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며, 향후 바람과 관     

련된 기상학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금까지의 풍기에     

대한 논문과 서적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헌상에 언     

급된 풍기 관련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자료집을 구축     

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풍향을 추출하  

여 데이터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집     

과 데이터 목록을 사용하여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3. 풍기(風旗)와 풍기대(風旗臺)

3.1. 풍기

풍기는 바람을 의미하는 풍(風)과 깃발을 의미하는     

기(旗)가 합쳐져 용어 그대로 ‘바람의 방향을 알기 위     

한 깃발’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용어의 해석대로     

완전한 구조의 풍기 유물은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풍기의 일부인 받침을 이루는 석대(石臺)만이 남아 있     

을 뿐이다. 따라서 풍기의 완전한 형태와 구조를 알     

기 위해서는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살펴보면 풍기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Fig. 1. The Punggi-dae that is preserved in the Gyeongbok-

gung (景福宮, left) and the Changgyeong-gung (昌慶宮,

right).

闕中有風旗此乃自古占意昌德通濟門慶熙西華門內設石而

安風旗竹今遵此例慶熙昌德皆置測雨器體昔一風一雨命蕃

之聖意何敢放忽風調雨順國之所重今者此命意亦深也夫

또 대궐 가운데에는 풍기가 있는데, 이는 곧 예부터 바        

람을 점치려는 뜻으로서, 창덕궁의 통제문(通濟門) 안과     

경희궁의 서화문(西華門) 안에 돌을 설치하고, 거기에 풍      

기죽(風旗竹)을 꽂아 놓았었다. 지금도 그 예를 따라 경       

희궁과 창덕궁에 모두 측우기를 설치하라. 옛날에 바람      

불고 비올 때마다 명하여 자세히 살피게 한 선성(先聖)       

의 뜻을 체념(體念)해 볼 때,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          

겠는가? 바람과 비가 순조로운 것은 나라에서 가장 소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지금의 이 명령 또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 권 3, 상위고 3, 의상 2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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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에 관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설치된 장소를 간       

략하게 기술하면서, 그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      

였다. 우선, ‘돌을 설치하고, 거기에 풍기죽을 꽂아 놓       

았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풍기라는 명칭은 분리된 각      

각의 돌과 풍기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      

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예부터 바람을 점치려는 뜻’이라      

는 구절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풍기의 기능은 바람       

의 방향을 관측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점찰(占察)하      

는 의미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풍기라는 기       

구가 오래전부터 사용했음을 추정하게끔 해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풍기가 설치된 장소가 언급되어진다. 풍     

기는 창덕궁과 경희궁 안에 설치한 것으로 설명되어      

지는데, 이는 측우기가 설치되었던 곳과 일치한다     

(『증보문헌비고』 권 3). ‘바람 불고 비올 때마다’, ‘바      

람과 비가 순조로운 것은’이라는 구절에서 풍기와 측      

우기는 함께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들      

기구가 갖고 있는 기능적 의미도 기상 관측의 입장에       

서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헌의 원문에      

서 언급한 일풍일우(一風一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풍기는 측우기와 함께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측      

우기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관측 기구였음을 짐작하      

게 한다.

또한『서운관지(書雲觀志)』와『조선왕조실록』내

『정조실록(正祖實錄)』과『순조실록(純祖實錄)』에서는

풍기라는 명칭 대신 다른 용어로 이를 지칭하였다.

『서운관지』와『정조실록』 그리고『순조실록』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운관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상풍간(相風竿)을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바람을 점찰하는 일을 밝게     

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바람을 점찰     

하는 일’은『증보문헌비고』에서 언급한 ‘바람을 점    

치려는 뜻’의 기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순조실     

록』의 기사에도 ‘바람을 점치는 간(竿)’이라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 또한『증보문헌비고』의 기사와 유사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던 기구를『증보문헌비고』에서는 풍기라 언급하였   

지만, 『서운관지』에서는 상풍간, 『순조실록』에서는 

간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상풍간이라는 명칭은『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과시(科試)를 시행하면서 상풍간이라는    

주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문헌비고(文獻備    

考)』를 편찬할 때 측우기만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통해서 측우기와 풍기가 가지고 있     

는 기능적 역할이 우량과 풍향이라는 기상학적인 측     

면에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시『문헌비고』에서 언급되지 않았     

던 풍기가『증보문헌비고』에는 언급되었으며, 상풍   

간이라는 명칭이 아닌 풍기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정조실록』의 기사 하단부에 보면, 설치된 위치를     

언급하면서 간(竿)이라고 줄여서 지칭한 용어가 나온     

다. 이는『순조실록』에서도 같은 용어로 기록되어 있     

다. 『정조실록』의 기사에서 ‘모두 이 간을 설치하였     

다’와 ‘이 간에 대한 일은’이라는 구절로 살펴볼 수     

있듯이, 간은 상풍간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그리고『서운관지』에서 언급된 상풍간의 간(杆)과   

『정조실록』 ,『순조실록』에서 언급된 상풍간의 간   

(竿)은 사용된 한자가 다르다. 이 두 한자의 공통된 의     

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나무를 지칭하며, 두     

번째가 막대를 지칭한다 (신활용옥편, 2011). 따라서     

사용된 한자는 다르지만 ‘긴 막대기’라는 의미에서 동     

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조실록』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英宗庚寅依皇明舊制修相風杆于石欄之側以明朝夕之占察

영조 경인년 (1770)에 명나라의 옛 제도에 따라 돌 난간        

옆에 상풍간(相風杆)을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바람을    

점찰하는 일을 밝게 했다. 

서운관지 권 1, 관해   

壬戌/行抄啓文臣課試以相風竿爲題語筵臣曰相風竿乃晋時

故事而我朝用之昌德慶熙宮正殿及正寢之傍竝設此竿《文

獻備攷》撰次時只載測雨器此竿事外廷似不知故試題望單

特書以下矣

초계 문신에게 과시를 행했는데, 상풍간을 제목으로 삼      

았다. 경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상풍간은 진나라때의     

고사인데, 우리 조정에서 이를 사용하여 창덕궁과 경희궁      

의 정전과 정침의 곁에 모두 이 간(竿)을 설치하였다. [문        

헌비고]를 편찬할 때에 측우기만 기록하였으므로, 이 간      

에 대한 일은 조정 밖에서 모른 것 같기에 시험 제목의         

망단(望單)에 특별히 써서 내린 것이다.

정조실록, 정조 6년 (1782) 7월 27일 (임술)      

以言乎敬天則夙宵對越嚴恭寅畏階設儀天之器庭竪占風之竿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자면, 아침저녁으로 대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였으며, 계단에는 하늘의 운행을 측정     

하는 혼천의(渾天儀)가 설치되었고 뜰에는 바람을 점치     

는 간(竿)을 세워 놓았는데

순조실록, 순조 27년 (1827) 7월 22일 (을축)      

又以相風旗二面揷于船尾......

또 풍향을 알아 볼 깃발 두 폭을 배 꼬리에 꽂고......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3일(무인)    
Atmosphere, Vol. 23, No.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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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는 상풍기(相風旗)라는 명칭이 언급되었다.    

『정조실록』의 번역자는 각각 ‘풍향을 알아 볼 깃발’      

과 ‘바람을 살필 수 있는 깃발’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증보문헌비고』에서 언급한 풍기죽은 동일   

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관성을 바        

탕으로 상풍기는 풍기죽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기      

구로 볼 수 있다. 이는 완전한 형태인 풍기를 분리된        

명칭으로 풍기죽이라 했듯이, 상풍기는 완전한 형태     

인 상풍간에서 분리되어 부른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일성록(日省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되    

었다.

『일성록』의 기록에는 다른 문헌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풍향을 점       

치는 장대’라는 구절에서 풍기 (혹은 상풍간)를 지칭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        

은 풍기가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와 함께 설치되어 있       

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순조실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나오는데, ‘계단에는 하늘의 운행을 측      

정하는 혼천의(渾天儀)가 설치되었고 뜰에는 바람을 점     

치는 간(竿)을 세워 놓았는데’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이      

러한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조선시대의 그림으로『동     

궐도(東闕圖)』라 일컫는 유물이 있다. 창덕궁과 창경     

궁을 조감도식으로 표현한『동궐도』에 보면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들과 함께 풍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 뿐만 아니라 측우기도 함께 설         

치되어 있으며, 풍기의 받침으로 보이는 돌에 상풍간      

(相風竿)이라는 명칭이 한자로 쓰여 있어서 상풍간     

(혹은 풍기)의 완전한 형태의 모습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Table 1은 풍기 (혹은 상풍간) 명칭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805년에 완성된『정조실록』에는 상    

풍기라는 명칭으로 깃대를 지칭하였다. 하지만『문    

헌비고』를 재정리하여 1908년에 편찬한『증보문헌비   

고』에서는 풍기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명칭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상풍간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기인 숙종(肅宗), 정조(正祖)     

때 월식 관측과 관련한 기사나 영조 (英祖) 때의 혜     

성 관측 기사에 보면 관천대를 첨성대라고 불렀으며     

혹은 소간의대라고도 불렀다 (정연식, 2010). 조선 후     

기에 와서 원래의 명칭과는 다르게 칭했던 것으로 보     

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하     

지만 예전부터 완전한 형태의 명칭과 분리된 형태의     

명칭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서운관지』에 의하면 영조 경인년 (1770)    

에 풍기가 제작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근거로 최초의 제작 시기라고 보기에는 다     

소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조선왕조실록』의 기     

록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8방향으로 구분하여     

조선 초부터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존하     

고 있는 형태와 유사한 외형의 풍기가 조선 초에는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문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풍기죽 (또는 상풍기)에는 깃발이 달려     

있다 (Fig 2). 깃발은 길게 늘어뜨린 채찍의 모습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     

每船又各竪相風旗一面以爲占風之地

배마다에는 또한 각기 바람을 살필 수 있는 깃발 한 개         

씩을 세워 바람을 점칠 수 있게 한다.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1월 11일(을사)    

階設儀天之器庭竪占風之竿

섬돌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뜰에는 풍      

향을 점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일성록, 정조 17년(1793), 11월 19일(무신)    

Table 1. Transition process of the name of the Punggi (or Sangpunggan).

Sect 正祖實錄 (1805) 書雲觀志 (1818) 日省錄 (1752~1910) 增補文獻備考 (1908)

combination
Flag pole 相風竿

(竿)

相風旗
相風竿

- -

-

長-
風旗

風旗竹

stand - - - 石

Fig. 2. The astronomical and meterological instruments

painted on the 『Donggwoldo (東闕圖)』 (Korea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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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궤(儀軌)』의 목록에는 팔풍기(八風旗)라는 용   

어와 함께 그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Fig 3). 이        

팔풍기의 그림은『동궐도』의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이것으로 깃발의 모습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떻게 바람의 방      

향을 파악했는지는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       

구에서 언급된 풍속을 풍기와 연관 짓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으며 근거도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2. 풍기대(風旗臺)

3장에서 언급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풍기, 상풍간 (줄임말은 간)으로 완전한 형태의 명칭      

을 지칭하였다. 또한 분리된 명칭으로 바람을 살펴보     

기 위한 깃발을 지칭하여 풍기죽 혹은 상풍기로 언급     

하였다. 완전한 형태를 지칭하여 부르는 용어와 바람     

을 살피기 위한 깃발을 지칭하여 부르는 용어의 경우     

각각 그 명칭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받침대 역할     

을 수행한 화강석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문헌상     

에는 단순히 돌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였을 뿐, 특별     

한 용어로 칭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정조실록』,     

『서운관지』,『일성록』에서는 돌이라는 언급조차 하   

지 않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공식적     

으로 명명한 풍기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출간한     

어떠한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풍기와 관련 있는 서적들을 조사     

하였다. Table 2는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간략하게 정     

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풍기대라는     

용어는 和田雄治가 1917년에 발행한『조선고대관측   

기록조사보고(朝鮮古代觀測記錄調査報告)』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는 和田雄治 본인이 그   

동안 발표해왔던 연구 자료들을 한데 엮어 1917년에     

조선총독부관측소(朝鮮總督府觀測所)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 가운데 1914년에 발     

표했던『朝鮮古代の雨量觀測報告(조선고대의 우량관 

측보고)』에 풍기대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다. ‘창경     

궁과 경희궁, 양궁의 문안에는 풍기대 (지금의 풍신기     

(風信器))를 배치하여 풍향의 관측을 시작하게 하였다     

’라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和田雄治 (1917)가     

언급한 풍기대는 풍기죽을 세우는 데 활용했던 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문헌상에서 언급한 돌과 和田雄     

Fig. 3. The Palpunggi (八風旗) painted on the 『Uigwe (儀 

軌)』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able 2. The books with the Punggi content (since 1900).

No The title of the book Author Year Term used

1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査報告 和田雄治 1917 風旗臺, 風信器

2 每日新報 每日新報 1929 風信器

3 홍이섭전서 1 홍이섭 1946 風信器

4 한국의 과학사 전상운 1974 風旗竹, 風旗臺

5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 보고 전상운 외 1985 風旗臺

6 세종시대의 과학 전상운 1986 風旗竹, 風旗臺

7 조선기술발전사 4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風信器

8 우리의 과학문화재 한국과학문화재단 1997 風旗臺

9 A history of science in Korea 전상운 1998 風旗竹

10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전상운 1998 風旗, 風旗竹, 風旗臺

11 세종문화사대계 2 전상운 2000 風旗臺

12 한국과학사 전상운 2000 風旗竹, 風旗臺, 風向器

13 한국천문학사 나일성 2000 風旗, 風旗臺

14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 국사편찬위원회 2007 風旗臺, 風旗竹, 相風竿

15 기상역사자료집 2012 기상청 2012 風旗, 風旗臺
Atmosphere, Vol. 23, No.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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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 (1917)가 설명한 풍기대는 동일하다. 和田雄治     

(1917)는 풍기를 받쳐주기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한 대       

(臺)라는 의미에서 돌을 풍기대라고 명명한 것으로 짐      

작된다.

和田雄治 (1917)는 풍기대의 설명과 함께 제작년도     

를 밝혔다. 이는『서운관지』에서 언급한 1770년과    

동일한 연도이다. 아마도『서운관지』의 내용을 참고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당시의 풍기대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      

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은 보여주지 않는다. 하       

지만 그 석주(石柱)에 대하여 풍기대라는 새로운 용      

어를 부여함과 동시에 ‘今日ノ風信器(오늘날은 풍신    

기라 함)’라고 설명한 점에서 보아, 조선시대의 풍기      

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상 관측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누각(漏     

刻)』 (1914)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는 누각의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는데, 누각의 좌측에 현재의 풍기       

대 모습과 유사한 석주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풍기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풍신기라는 용어     

는 1980년대 이전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기상학 관련      

서적에 자주 거론되는 전문적인 용어이다. 국립국어     

원 (2012)에서는 풍신기의 의미를 어떠한 한자(漢字)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2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 번      

째 풍신기(風信旗)는 바람의 종류와 세기를 나타내는     

깃발, 두 번째 풍신기(風信器)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측하는 계기(計器)로 설명되어 진다. 당시 和田雄治     

가 풍기대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풍신기는 후자의 의      

미를 갖는다. 풍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가      

장 현대적인 기상 관측 기구의 명칭을 언급했다는 점       

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제작된 조선       

의 기상 관측 기구를 20세기의 풍신기와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기능적 가치를 인정하고 풍향을 관측     

하기 위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     

여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和田雄治 (1917)가 처음으로 풍기대라는 명칭을 언     

급함과 동시에 이를 풍신기로 설명한 이후, 1929년 7     

월『매일신보(每日新報)』에 풍기대로 추정되는 사진   

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 (Fig 5). 이 기사에는 풍기대     

라는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영조시대에 제작한     

기상관측기로 설명하면서 풍신기라는 용어로 언급하    

였다. 아마도 신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용어로만 지칭하여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홍이섭 (1946)의 전     

서에도 풍기대라는 명칭은 없고 풍신기라는 명칭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1970년대 이후, 풍신기라는 용어는 기상학 관련 서     

적에서만 등장하고, 과학사 서적에서는 더 이상 언급     

되지 않기 시작했다. 대신 和田雄治 (1917)가 처음 언     

급한 풍기대라는 명칭과 함께 문헌에 기록된 풍기죽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는 90년대까지도 풍신기라는 명칭으로 언급되었고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이에 대한 설명도    

조선시대의 기상 관측 기구를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     

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문헌에서 언급된 풍기라는 완     

전한 형태의 용어가 과학사 서적에서 언급되기 시작     

했고, 더불어 상풍간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했     

다. 특히 전상운 (2000)은 풍기대 설명을 하면서 풍향     

기(風向器)라는 새로운 용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1914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和田雄治는 풍기     

죽을 세우기 위한 받침대를 풍기대로 언급하였고, 이     

前揭ノ記錄ニ依レハ, 英祖ハ三百餘年後ニ於テ, 世宗ノ舊  

制ヲ復故シテ, 測雨器水標ヲ再設セシメタルノミナラス, 

昌德慶熙兩宮ノ門內ニ風旗臺 (今日ノ風信器)ヲ置キテ, 風  

向ノ觀測ヲモ開始セシメタリ. 是レ實ニ西紀千七百七十年 

, 乃チ今ヨリ百四十五年前ナリトス. 現今李王職博物館內  

特別館前庭ニアル石柱ハ, 蓋シ此風旗臺ナルヘシ.

앞에서 언급한 기록에 의하면, 삼백여년이 지난 영조대      

에, 세종대의 옛 제도를 복구 시켜, 측우기와 수표 모두        

를 다시 제작하였다. 창경궁과 경희궁. 양궁의 문안에는      

풍기대 (지금은 풍신기)를 배치하여, 풍향의 관측을 시      

작하게 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서기 1770년, 지금으로부      

터 145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현재는 이왕직 박물관내      

특별관 앞마당에 석주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풍기대      

일 것이다.

고대조선의 우량관측보고, 3장. 관측의 부흥    

Fig. 4. Picture of the Punggi-dae (風旗臺) in the 『朝鮮古代 

觀測記錄調査報告』 (1917).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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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할 때 풍신기에 빗대었다. 당시로서는 이 설       

명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풍기대는 풍향계였다는 설명으     

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풍기대는 문헌에서 언      

급했듯이 받침대 역할을 수행한 돌에 불과하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방위의 지표로서도 그 역      

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풍기대는 관측하는 실질적인 기구로써 설명되어지     

고 있다.

3.3. 풍기대의 위치 이동 (1914년~현재)

앞에서 언급한 1929년 7월 14일자『매일신보』에    

‘영조시대(英祖時代)의 풍신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5).

기사에 의하면 조선박람회 공사를 하던 중에 수족     

관 부근에서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초엽무늬의 석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수족관 부근이라 함은 현     

재 경복궁내 아미산 굴뚝과 자경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京城協贊會報報告書, 1930). 화강석으로 이루어   

진 초엽무늬의 석통이라는 기사와 함께 수록된 사진     

을 보면 지금의 풍기대 외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사에는 육각형(六角形)의 외     

형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첨부된 사진을 살펴     

보면 팔각형(八角形)의 외형으로 이는 기사상의 오타     

이며 잘못된 기술(記述)이다. 아마도 팔(八)의 글자를     

육(六)과 혼돈하여 나타난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또     

한 기사에는 岡田에 의해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나     

온다. 岡田는 일본에서 사용되던 흔한 성씨(姓氏)라서     

어떤 인물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당     

시 제 4대 중앙기상대 대장의 성씨가 岡田이기 때문     

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추정된다(宮川卓也, 2008).

기사에서는 발견(發見)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두산백과사전』 (2012)에 의하면   

발견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     

니한 사물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의 의미를 갖     

는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917년에     

이미 和田雄治가『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를 통  

해서 풍기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왕직 박물관 앞     

마당에 위치한 석주가 풍기대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     

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12년 동안 경     

복궁내에서 和田雄治 (1917)가 설명한 풍기대와 유사     

한 유물을 경복궁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다.

당시에는 조선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복궁    

의많은 곳을 헐고 파헤치기도 하였다 (김대호, 2007).     

물론, 이미 이전에 조선총독부 건립을 하면서도 많은     

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하지만 조선박람회를 준비하     

면서 경복궁의 여러 곳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추가적     

으로 파손시키게 된 것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러는 와중에 풍기대로 추정되는 석통이 발견된 것이     

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팔각형의 기둥이 나     

와 있는데, 상단의 전체가 아닌 상단의 일부분만이 보     

이며, 주변은 흙으로 덮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     

면 당시 발견이라는 용어를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냄’ (두산     

백과사전, 2012)으로 해석되는 발굴(發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또한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팔각기둥은 현재 창경     

궁 풍기대의 훼손된 부분과 유사하다. 현재 창경궁 풍     

기대는 훼손된 부분을 시멘트로 접합시켜 메꾸었고,     

하단 부분은 여러 곳이 파손되어 있다 (Fig 6). 만약     

Fig. 5. 『每日新報』14. July. 1929. articles.

英祖時代의 風信機

朝博工事中 水族館 附近에서 花崗石의 高約6尺 六角形     

의 草葉紋儀의 精巧한 石筒이 發見되었는데 岡田 囑托      

의 調査結果 2百年前 英祖王의 建設한 風信機의 土臺石      

으로 判明하였다. 이는 現今 使用하는 風向測定機와 같      

은 者로서 이것으로 보아도 實로 朝鮮의 天文氣象에 對       

한 科學이 얼마나 速히 發達進步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한다.

매일신보, 1929년 7월 14일   
Atmosphere, Vol. 23, No. 1. (2013)     



54 조선시대의 바람 관측기기인 풍기(風旗)의 연구

 

 

  

   

 

  

 

 

 

 

 

 

 

 

 

  

  

  
에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대가『매일신보』에 언급된    

풍기대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매일신보』에 첨부된 팔각기둥의 모습은 현재    

창경궁 풍기대의 훼손된 부분의 접합면과 유사하다는     

점이 첫 번째 근거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현        

재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대가 경복궁에 위치한 풍기      

대보다 전체적인 훼손이 심한데, 특히 하단 부분이 심       

하게 파손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파손은 당시      

(1929년)에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훼손이거나 혹은 이      

미 파손된 상태의 유물을 발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대의 훼손 부분은 분       

명히 어떠한 이유로 파손되어졌기 때문에 시멘트로     

그 이음새를 연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      

탕으로 종합해보면 현재 창경궁 풍기대는 1929년 경      

복궁에서 발굴한 풍기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왜 풍기대가 경복궁에서 발굴되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풍기대는 현재 각각 경복궁과 창경궁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이는 문헌상에서 언급한 창덕궁과 경희       

궁의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나일성       

(2000)은 이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에 창덕궁의 풍기      

대는 이왕직 박물관의 특별관 앞뜰로 옮겨졌고, 경희      

궁의 풍기대는 창경궁으로 옮겨진 것 같다’고 추정하      

였다. 이는 문헌상의 기록과 현재의 위치적 사실을 바       

탕으로 추정한 의견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한 和田雄治 (1917)의『조선고대관측   

기록조사보고』에는『누각』 (和田雄治, 1914)을 주제   

로 한 연구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 보고서        

에는 발표 주제의 참고 사진으로 누각의 모습과 함께       

좌측에 현재의 풍기대 모습과 유사한 유물이 위치하      

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조선고대    

의 우량관측보고』 (和田雄治, 1914)에 언급되었다. ‘현     

재는 이왕직 박물관내 특별관 앞마당에 석주가 있는      

데, 아마도 이것이 풍기대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그러      

하다. 이러한 내용들과 사진을 바탕으로 적어도 1914      

년에는 풍기대가 누각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이후 Rufus (1936)의『Astronomy     

in Korea』에 첨부된 누각의 사진을 보면 1914년의 모     

습과는 전혀 다른 배치를 하고 있다 (Fig 7). 풍기대     

로 추정되는 석주는 1936년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 오히려 1914년에 보이지 않았던 측우기가 이 사     

진에서 누각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일     

영대가 배치되어 있다.

만약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창경궁에 위치한 풍기     

대가 경복궁에서 발굴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면, 현     

재 경복궁 풍기대는 和田雄治 (1914)의 연구 보고서     

에서 언급되었던 이왕직 박물관 앞의 풍기대일 가능     

성이 크다. 현재 경복궁 풍기대가 창경궁 풍기대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근거하면 충분히 가     

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조선시대의 바람 방향 체계

4.1. 후풍소(候風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등의 문헌에는 ‘후  

풍소(候風所)’라는 용어가 각각 3건과 12건이 나온다.     

후풍소를 단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바람을 관측하는     

장소’가 된다. 이는 바람을 관측하던 별도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풍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들의 장소를 살펴     

보면, 위치적 배경이 공통적으로 일치함을 보인다. 바     

로 위치적 배경의 장소가 배가 드나들던 지역이라는     

점이다. 다음 기사에서 언급된 제주도, 장흥, 해남, 강     

진, 영암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후풍소는 배가 드나들던 장소로     

이곳에서 수행한 특별한 역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들 장소는 곡식을 옮기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며, 사     

Fig. 7. Picture of the Clepsydra in 『Astronomy in Korea』

(1936).

Fig. 6. Appearance of damaged the Punggi-dae (風旗臺) in 

Changgyeong-gung (昌慶宮).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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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왕래할 때 이용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배들이 오고 가는       

장소로, 이곳에 후풍소가 위치했었다는 것이 된다. 후      

풍소에 대하여『조선왕조실록』의 문헌을 번역한 번    

역자들은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영조대의 기사는 정조대의 해석과는 다르게     

후풍소를 하나의 용어인 대명사로 파악하고 명칭 그      

대로 번역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후풍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15건의 문헌 기사를 토대로 살펴본바, 배가 드나들던      

곳에 바람을 관측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라      

는 점만 밝혀냈을 뿐이다. 아마도 조선시대 전국에 배       

가 드나들던 곳에는 이런 별도의 특별한 장소가 마련     

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을     

단순하게 재이로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적절     

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     

로 이러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상복 (2007)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측우(測     

雨) 기록들을 개인 일기를 통해 발굴하였는데, 전라도     

의 경우『미암일기(眉巖日記)』(선조 3년, 1570)에 전    

라도 내 우택(雨澤)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전라도 내 47곳에서의 측우 기록이 적     

혀 있는데, 장흥도호부, 강진군, 영암군, 해남현 등의     

지역 기록이 나온다. 이는 후풍소가 있던 지역과 일     

치함을 보여준다. 3장 1절에서 언급한 일풍일우     

(一風一雨)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풍기와 측     

우기가 함께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4.2. 조선시대의 풍향(風向)

문화재청 (2012)에서는 풍기대에 대한 설명과 더불     

어 풍향은 24방향, 풍속은 강도에 따라 8단계 정도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상청 (2012)에서도    

풍향은 24방향으로 측정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풍향은 8방향만이 기입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풍속     

에 대한 분류도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더구나     

풍기로 바람을 측정했다는 문헌상의 내용이 없고, 남     

아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     

기는 어려운 일이다.

풍기로 풍향을 관측했다는 간접적인 근거로는 『풍     

운기(風雲紀)』가 있다 (Fig 8).『풍운기』는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작성한 측후(測候) 기록서이다. 이에 관해     

서 和田雄治 (1917)가『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  

를 통해 발표하였다. 和田雄治 (1917)에 의하면 『서     

운관지』에 언급된 관측 규정에 따라 매일의 천기 현     

상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1745년부터 1904년까     

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모     

두 없어지고 1748년 10월 16일의 기록만이 남아 있     

을 뿐이라고 한다. 한 장 남은 이『풍운기』 기록에는     

하룻밤에 매 경(更)마다 5회 관측한 풍향이 기입되어     

있다.『일성록』에 의하면 풍기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     

구와 함께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     

상감의 관리 하에 관측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丙辰/全羅道觀察使李書九狀啓言 濟州移轉穀五千石 區劃  

於近海之長興、海南、康津、靈巖諸郡, 而別定綾州牧使趙 

翼鉉 督運領付於新牧使候風所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李書九)가 장계로 아뢰기를, “제     

주도에 옮겨갈 곡식 5천 석을 바다에 가까운 장흥(長興)·       

해남(海南)·강진(康津)·영암(靈巖) 등의 여러 군에 나    

누어 놓고 별도로 능주 목사(綾州牧使) 조익현(趙翼鉉)     

을 정하여 운반을 감독하여 새 목사가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곳에다 넘겨주도록 하였습니다. 

정조 18년(1794) 10월 2일(병진)   

濟州三邑守令及使客往來時 康津、海南、靈巖三邑分定都 

會事 海路便順 則各從都會之年 自其邑浦口候風 定爲便    

好 依此定式之意 分付道臣 而候風所之或便或否 亦不可    

不更爲詳探 以此意 一體分付 如有一分未審之端 則使之    

具由報來 更爲稟處爲宜 濟州移轉穀入送時 候風處所 設    

置祭壇事 神之格思 如水在地 以理以勢 所論甚當 此後則     

依此擧行爲宜

제주도 세 읍의 수령 및 사신들이 왕래할 때에 강진·        

해남·영암 세 읍이 도회를 나누어 정하는 데에 관한       

일입니다. 바닷길이 편하고 순조롭다면 각기 도회를 맡      

은 해에 따라 그 읍의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으        

로 정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법식을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곳      

의 편부도 다시 상세하게 탐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러한 뜻을 일체 분부하여서 만일 조금이라도 살피지 못       

한 단서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서 다시 품처하       

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옮겨가는 곡식을 들여 보낼 때에 바람을 기다       

리는 곳에다가 제단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령이      

이르는 것은 물에서나 땅에서나 마찬가지이니 이치로 보      

나 형세로 보나 논한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이후로는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조 18년(1794) 12월 25일(무인)   

至於候風所之躬往 渠亦不能全諱 謂之歷見茂長云者

후풍소(候風所)에 몸소 간 것에 이르러서는 그도 또한      

전혀 숨기지 못하고, ‘지나는 길에 무장(茂長)에서 보았다’

영조 10년(1734) 7월 22일(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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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된다. 즉, 『풍운기』에 기록된 풍향의 기록은 풍     

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풍운기』 한 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근      

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일         

풍일우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측우기를 설치한 지     

역에서도 풍향을 관측했을 것이고, 6장에서 언급한     

‘후풍소’라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풍향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    

의 풍향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리      

를 하여 살펴본 결과 계절에 따른 풍향이 현(現) 시대        

와 거의 유사했다. 그 중에서 동풍(東風)에 관한 내용       

만 정리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동풍과 관련된 기사가 총 67     

건이 추출되었다. 67건의 기사를 동풍으로 인해 발생      

한 사건에 따라 ① 곡식물의 피해, ② 가뭄의 피해,        

③ 강한 비, ④ 강한 바람, ⑤ 화재, ⑥ 재이사상 혹          

은 이상 현상, ⑦ 기타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        

서 ①~ ⑤ 항목은 동풍으로 인한 재해(災害)현상이며,      

⑥과 ⑦은 재해현상과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다. 67건      

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중복으로 겹쳐서 일어나는 사      

건들이 있다. 이러한 겹치는 사건들을 개별적 사건으      

로 구분하면 총 85건이 추출된다. 즉 67건의 기사 가     

운데 85건의 사건들이 추출되었다. 

85건의 사건들은 모두『조선왕조실록』에 기입된   

태음력(太陰曆) 날짜들이기 때문에, Julian 변환식을    

활용해 현대의 태양력(太陽曆) 날짜로 변환시켜 월별     

정리를 하였다. Table 3은 날짜 변환의 과정을 통한     

85건의 사건들을 7가지 항목 (sect)에 따라 월별 발생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8월 (늦여름)과 9월     

(초가을)에 동풍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반     

면에 봄과 겨울은 동풍과 관련된 사건들이 적게 추출     

되었다.

Fig 9는 동풍과 관련된 85건의 사건들을 월별에     

따라 발생하는 빈도를 계산하여 도표화 한 것이다.     

가로축은 월(月, month)을, 세로축은 발생 빈도 %     

(percent)를 나타낸다. 이를 앞에서 언급한 7개의 항목     

에 따라 명암을 달리 하여 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명암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때 각 번호     

는 Table 3의 항목 (sect)에 따른 번호로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빈도 누적을 도표화 하여 살펴보     

면, 전체적으로 동풍과 관련한 재해의 약 50% 이상     

이 8월 (21.2%)과 9월 (30.5%)에 발생한 사건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해 현상과 관련이 없는 ⑥과 ⑦     

항목 (가장 밝은 색들)을 제외하면, 동풍과 관련된 대     

부분의 재해 현상들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재해 현상을 보여주는 항목은 ①이며, 곡식물의     

피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풍에 의한 곡식물의 피해는『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이다.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Fig. 8. Pung-Un-Gi『風雲紀』 (和田雄治,『朝鮮古代觀測 

記錄調査報告』 (1917)).

Table 3. The number of events associated with easterly        

wind in the 『朝鮮王朝實錄』.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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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Grain damage 2 11 10 2

 ② Drought 1 3 3 4 1

 ③ Rain 2 1 2 6 1

 ④ Wind 3 1 1 1 5 2

 ⑤ Fire 1

 ⑥ Strange events 2

 ⑦ et cetera 1 3 5 1 1 1 1 2 2 2 1

我國東帶大山 東風則山西之穀不實 西風則山東之穀不實

우리나라는 동쪽에 큰 산이 있어서 동풍이 불면 산 서        

쪽의 곡식이 충실해지지 못하고, 서풍이 불면 산 동쪽       

의 곡식이 충실해지지 못합니다.

세종 19년(1437) 11월 29일(을묘)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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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기상학적으로 푄 (Fohn)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      

하여 비를 뿌리기 때문에 산을 넘어온 공기는 수분이       

상당량 제거가 된다. 또한 높은 곳을 오르면서 수증       

기가 응결되어지고 이러한 과정 중에 방출되는 숨은      

열에 의해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바람이 되어 산을       

타고 내려오게 된다 (한국기상학회, 2003). 이런 현상      

을 푄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푄현상은 강한 바람을 동       

반하면서 곡식물의 피해가 심각해지기도 하며, 가뭄     

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해 인명피       

해도 발생하고 산불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상운 (1986)      

은 이 현상을 조선 초기 학자인 강희맹(姜希孟)의『금      

양잡록(衿陽雜錄)』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였었다. 『조  

선왕조실록』 등 문헌에 기록된 대부분의 동풍과 관련      

된 피해들은 이런 푄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들      

이다. 그렇기 때문에 푄현상을 일으키는 동풍을 걱정      

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동풍이 불어오는 상황에 걱정하는 모습      

이다. 동풍이 불면 위험이 올 것이라는 해석이 단순       

히 풍수나 미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계적       

인 관측으로 인한 결과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풍        

기의 역할은 측우기와 더불어 기상 관측 기구라는 의       

미에서 유사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바람의      

관측을 충분히 수행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동풍을 비롯하여 8방향에서 불    

어오는 바람에 대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내       

전국에서 관측된 바람을 8방향으로 구분하여 기입했     

다는 점은 정밀한 방위 체계를 갖추어 비교적 정확하       

게 관측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확한 방위를 모      

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나뭇가지나 깃발이 흔들리는 것     

을 보고 방향을 짐작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남아 있는 풍기의 받     

침대인 석대(石臺)가 팔각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8각 기둥의 외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8방향의 방위 체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     

었을 것이며, 풍기죽의 깃발이 날리는 방향을 쉽게 추     

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조선(朝鮮)내 전 지역의 풍향이 8     

방향으로 기입되었다는 점은, 8각 기둥의 외형과 유     

사한 형태의 받침을 한 기상 관측 기구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서 언급     

한 후풍소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측우기의 우량     

관측망과 더불어 바람 관측망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8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람     

들이 바람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3. 바람 방향의 방위(方位) 체계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서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Table 4). 보통 8방향     

으로 구분지어 팔풍(八風)으로 나타내었는데, 각 풍향     

에 부여된 명칭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었     

다. 또한 이에 따른 각각의 명칭은 다양한 명칭으로     

문헌에 언급되었다. 더불어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     

람마다 발생할 현상들과 그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이문규 (2000)는 당시 사람들이 바람     

을 주의 깊게 관찰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     

였다. 

특히, 춘추(春秋)시대에 편찬된『易緯乾鑿度(역위건  

착도)』는 주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명칭으로 방향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후천팔괘(後天八卦)의 구성과 동    

上曰 今歲東風屢吹 恐傷禾稼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는 동풍이 여러 번 불어서 곡       

물에 해로울까 걱정이노라.”

세종 10년(1428) 8월 5일(갑신)   

Fig. 9. Monthly frequency according to the events caused by easterly wind (The number of right is the same number as the sect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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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申坪, 2004).『역위건착도』는 전한(前漢) 말기   

에 유행했던 위서(緯書)중의 하나이며 (두산백과사전,    

2012), 후천팔괘는 계절성과 방위성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체계로(申坪, 2004), 이들의 방위 체계와 명칭      

은 주역과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서 활용되는 방위 체       

계는 대부분 풍수(風水)를 위한 해석적인 용도로, 바      

람의 방향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상청에서 활용되는 방위 체계는 16방위로     

보통 원의 각도 혹은 나침반의 지향점을 활용해 바람       

이 불어오는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민경덕, 2001).       

Table 4에 기록된 8방향에 따른 각 영역의 범위를 모        

식화하면 Fig. 10과 같다. 이 그림은 8방향에 따른 범        

위를 풍기의 받침대인 석대 상단의 단면과 같은 팔각       

형 위에 표현한 것이다. 전체 360o를 8등분하게 되면       

각 등분마다 45o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즉, 각 방        

향마다 45
o의 영역을 바람이 불어오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쪽은 0o(= 360o)를 기준        

으로 45
o의 영역만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0o를 기준으로 전후(前後) 22.5o씩 영역 범위     

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북쪽 계열의 범위는 방위각이     

337.5o에서 22.5o 사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현존하는 풍기대 상단 부분의 모습이 8     

각 기둥으로 정확히 구분되어진 모습은 당시에 바람     

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러한 8각 기둥의 상단 중앙에 깃발     

을 매단 풍기죽이 꽂아 있었다는 점에서 8방향의 바     

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영역에 따라 구분 지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람의 방향은 대부분 동     

서남북(東西南北)의 단어를 활용하였는데, 이들 단어    

의 조합으로 8방향의 바람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앞     

에서 언급한 후천팔괘에서 활용하는 용어도『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기사는 전체 2건     

에 불과하다.

2건의 기사는『선조실록(宣祖實錄)』에 언급되었는  

데,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관상감의 측후 일지인『풍운기』에도 하루 밤     

에 매 경마다 5번 바람의 방향을 관측하여 기입하였     

다. 이때 활용한 용어도 후천팔괘에서 활용하는 명칭     

이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는 2건의 기사만이 남    

아 있고, 『풍운기』도 1748년 10월 16일 기록 한 장     

Table 4. The wind names in the old literature and the current a range of wind (『天文類抄』(2006)).

『朝鮮王朝實錄』
『易緯乾鑿度』

(後天八卦)

『史記』

『淮南子』
『呂氏春秋』 『太公兵書』

astronomical

24 directions
Current

北 坎 廣莫 寒 大剛 子 337.5
o

~22.5
o

北東 艮 條 炎 凶 艮 22.5o~67.5o

東 震 明庶 滔 兒 卯 67.5
o

~112.5
o

南東 巽 淸明 動 小弱 巽 112.5
o

~157.5
o

南 離 景 巨 大弱 午 157.5o~202.5o

南西 坤 凉 凄 謀 坤 202.5
o

~247.5
o

西 兌 闔 飄 小剛 酉 247.5
o

~292.5
o

北西 乾 不周 折 乾 292.5o~337.5o

Fig. 10. The dir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octagon

viewed from above and area.

夜二更, 月暈, 乾風

밤 이경에 달무리가 지고 건풍(乾風)이 불었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1594) 2월 11일 (경신)      

夜一更五更, 密雲, 月暈, 坤風

밤 일경과 오경에 안개가 짙게 끼고 달무리가 졌으며 곤        

풍(坤風)이 불었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1594) 2월 13일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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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조선왕조실록』과『풍운기』의 기록  

에서 언급된 바람의 방향은 건(乾, 북서)방향과 곤      

(坤, 남서)방향뿐인데, 이는 천문방향체계인 24방위 체     

계의 방향 명칭과 일치하는 부분이라서, 후천팔괘의     

용어라고 단정 짓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분석해보면 2가지 공      

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밤에 관측되었다는       

점과 두 번째, 천문 현상과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밤에     

관상감(觀象監)에서 천문 현상을 관측할 때 살펴본 풍      

향의 경우에는 동서남북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바람의 방향이 동서남북의 명칭      

이 아닌 경우라도 기록의 객관성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게 풍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 보다       

방향에 의미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천체현      

상과 함께 재이(災異)의 현상으로 해석하기 위한 입      

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람의 방향은   

동서남북의 명칭을 조합해 8방위를 나타낸 것이기 때      

문에, 재이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바람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나는 풍향은 조선 내 전국       

모든 지역의 관측이 기록된 만큼, 순수한 바람의 방       

향을 기록한 풍향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풍향 데이터    

로서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고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천문학적인 관념은 기상     

학적인 관념도 함께 아우르는 학문이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은 문헌 자료와 현        

존하는 유물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풍기       

(風旗)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문헌의 자료가 미흡      

하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학사적인 측      

면에서 소개하는 듯 다루었을 뿐 연구가 미진했다. 본       

연구를 통해 풍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와 향      

후 의견을 제시하였다.

풍기는 바람을 관측하던 완전한 형태의 기구를 지      

칭한다. 하지만 풍기의 유물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       

지 않으며, 풍기의 일부분인 받침대만이 남아 있을 뿐       

이다. 문헌에 의하면 풍기와 동일한 명칭으로 상풍간      

(相風竿)이라 불렀고, 줄임말로는 간(竿)이라고도 하    

였다. 이러한 풍기는 깃발을 매단 깃대와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받침대로 분리가 된다. 특히 바람의 방향을      

살피기 위한 깃대를 일컬어 풍기죽(風旗竹) 또는 상      

풍기(相風旗)라고 하였는데, 풍기에 있어서 실질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풍기죽을 받쳐주고 방위의 틀을 잡아주던 화강     

석의 받침대는 단순히 ‘돌(石)’이라는 명칭으로만 언     

급되었다.

특별한 의미의 명칭도 없이 ‘돌’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되어진 받침대는 현재 풍기대로 칭하며, 경복궁     

과 창경궁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공식적인 명칭이 된     

‘풍기대’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출판된 어떠한 문헌     

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和田雄治 (1917)에 의해     

부여되어 그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풍기대’라     

는 명칭은 당시로서 최신 기상학 용어인 풍신기(風信     

器)에 빗대어 설명 되었고, 1970년대 이전까지 풍기     

대보다 ‘풍신기’라는 용어로 더 많이 활용되어졌다. 그     

러나 이후 ‘풍기대’라는 명칭이 다시 언급되었고, 1985     

년 8월 9일에 보물로 지정되어 ‘풍기대’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문화재 명칭이 되었다.

풍기대는 현재 2기가 남아 있으나 정확한 제작년도     

를 알 수 없다. 다만 문헌상에 의하면 적어도 조선 초     

에는 제작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풍기의 받침대는 문헌에서 언급된 설치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일     

성 (2000)이 언급한 바 있으나, 자세한 경위나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和田雄治 (1917)가 발표한     

『누각(漏刻)』에서 현재의 풍기대로 짐작되는 유물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1929년 7월 14일자『매     

일신보(每日新報)』의 기사에도 현재의 풍기대로 추정    

되는 유물이 경복궁내에서 조선박람회 공사 중에 발     

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기사들     

을 근거로 현재 남아 있는 2기의 보존 상태와 훼손     

상태를 비교한 결과 1929년 경복궁에서 발굴된 유물     

은 현재 창경궁 풍기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경     

복궁 풍기대는 창경궁 풍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1914년에 누각과 함께     

이왕직 박물관 앞에 설치되었던 풍기대로 짐작된다.     

하지만 어떠한 경위로 각각의 풍기대가 경복궁과 이     

왕직 박물관 앞에 위치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和田雄治 (1917)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고, 이것이     

현대적인 풍향계로 언급되어졌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증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간접적인 근거는 있는데, 바로『동궐도(東闕圖)』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천문을 관측하던 기구들과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적인 조형     

물로 설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문헌 자료로는『일성록(日省錄)』과『순조실록  

(純祖實錄)』이 있는데, 기사에 의하면 천체를 관측하     

는 기구와 함께 설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풍기의 받침대가 8각 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Atmosphere, Vol. 23, No.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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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기록된 바람의 방향이 8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8방향        

체계에 맞추어 관측하려는 목적으로 8각 기둥의 외형      

을 갖는 받침대를 제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바람    

방향이 모두 기입되어 있는데, 8방향 체계에 맞추어      

고르게 나타난다. 이 점은 8각 기둥의 외형과 유사한       

형태의 받침대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의 관측은 각 지역에 마련된 ‘후풍소      

(候風所)’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후풍소를 풍향 관측을 위해 조성된 특       

별한 장소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풍소가 설치      

된 지역이 측우기의 우량 관측망 지역과 겹치는 지점       

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헌에서도 일풍일우      

(一風一雨)라는 구절을 통해 강우량과 풍향의 측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측     

우기와 풍기는 함께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      

히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        

다. 따라서 각종 문헌의 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측정되어 기록된 바람의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에 대한 근       

거로는『조선왕조실록』의 기록된 풍향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8방향의 바람 가운데 동쪽에서 불어오       

는 바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의 계절풍과 유      

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        

풍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 현상들은 8월과 9월에 많이       

나타나며, 이는 푄 (Fohn)현상에 의한 기상학적 재해      

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경험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한 것으로서 꾸준      

한 관측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확실한 방위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바람이 불어오     

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을 부여했는데, 보통 8       

방향으로 구분지어 나타냈다. 그러나『조선왕조실록』   

에는 풍향의 기록이 후천팔괘에서 활용되는 8방향의     

명칭과 동서남북의 용어를 조합한 8방향의 명칭이 함      

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후천팔괘의 명칭으로 기입      

된 바람의 방향은 총 2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        

록에서 언급된 후천팔괘의 바람 방향은 건(乾)과 곤      

(坤)뿐인데, 이는 천문방향체계인 24방위 체계의 방향     

명칭과 겹치는 부분으로 밤에 관상감 관원들이 천문      

현상을 관측하면서 별도로 관측한 풍향을 24방위 체      

계의 명칭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거하      

면 후천팔괘의 용어로 나타낸 바람의 방향은 순수한      

기록 보다는 천체현상과 함께 재이(災異)의 현상으로     

해석할 때 활용하기 위한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람의 방향은   

동서남북의 용어를 조합한 8방향 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내 모든 지역의 풍향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람의 방향은 풍수(風水)    

나 재이를 해석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순수한 기록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풍향 데이터로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풍기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풍기대’라는 명칭은 일본인 학자 和田雄     

治 (1917)에 의해 명명(命名)된 것이다. 측우기를 받     

쳐주는 화강석의 대(臺)를 측우대라 하듯이, 같은 맥     

락에서 ‘풍기대’라는 명칭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풍기대’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처음 명해진 것이므로 명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풍기석(風旗石)’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본다. 또한 이     

번 연구를 통해 ‘후풍소’라는 명칭을 발굴하였고, 이     

에 대한 짧은 견해를 밝혔다. 이 후풍소는 향후 우량     

관측망 연구와 더불어 일풍일우의 관점에서 바람 관     

측망이라는 새로운 관측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방면의 자료 수집과 깊은 연구     

를 통해, 이 장소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조선시     

대의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었     

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측우기, 수     

표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기상 관측의 성과     

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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