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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y a manuscript that includes 28 oriental constellations in the flags of barracks in Gangjin. 
According to the Joseon Chronicles, the constellation flags in the manuscript are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Seon-Pil Kim (金善弼) who first made 28 constellation flags for the barracks in 1878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n-Pil Kim was a commander and he used the 28 constellation flags for communica-
tions in a military camp. The flags also contain 28 animals and letter-like symbols with constellation 
maps. We examine the constellation maps in flags in terms of shapes and number of star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constellations in the Korean and Chinese star charts such as 
CheonSangYeolChaBunYaJiDo (天象列次分野之圖), Joseon-Butienge (朝鮮步天歌), Suzhou (蘇州) Star 
Chart, and Tang-Butiange (唐步天歌). Finally, we found that the shape of constellations in the flags might 
be similar to those in the Chinese Tang-Butienge. We also found several errors such as the shape, con-
necting pattern, and number of constellations drawn in the flags. It seems that the constellation flags were 
unofficially used in military cam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anwhile, the 28 constellation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each group has its own color and direction. We suppose that the constellation flags 
might represent the positions of military camps and each group of flags has their own color based on 
their cardina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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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기(令旗)는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달하기 위

해 사용하는 깃발이다. 영기는 영자기(令字旗)로도 불리

는데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영기로는 청색 삼각 깃발에 

붉은색 ‘령(令)’자를 새긴 것과 붉은색 사각형 기에 검

은색으로 ‘령(令)’자가 새겨진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Doopedia, 2010). 조선왕조실록에서 영기와 영자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기와 영자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

분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기는 군영과 관련

되어 사용한 반면, 영자기는 주로 국가의 의례와 관련

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첫 번째 영자기 

기록은 세종 1년(1419) 상왕의 발인에 대한 의례를 설

명하며 영자기 두 개를 좌우에 세웠다고 적고 있다. 실

록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조선시대 국가 행사에 영자기

를 사용한 첫 번째 기록이다. 이후 왕실의 행차, 제례, 
발인 등의 행사와 의장(儀仗)에 사용한 영자기에 대해

서는 세종에서 정조까지 모두 22건의 기록이 남아 있

다. 이들 기록을 통해 영자기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의

례와 행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기는 세

종시대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실록에 55건의 

기록이 있는데 전쟁이나 군령과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

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별자리가 그려진 조선 

후기의 “영기(令旗)”는 병영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실록

에 기록된 영기와 같은 부류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조선시대 사

서에는 군영에서 사용하던 영기와 관련해 여러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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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기록은 아래의 세 

개가 있다. 첫째 기록은 세종조 군의 사열에 의례용으

로 사용하던 영기에 관한 기록으로, 조선에는 하나의 

영기에 28수를 그려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 다음은 선

조 30년(1597)의 기록으로 호조에서 조선에 영기의 규

례가 없음을 아뢰고 그 조치 방법을 묻는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영조 1년(1726)에 군에서 진영을 알아보기 

위해 영기가 필요함을 설명한 기록이 있다. 실록에 영

기의 사용이나 목적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영기는 조선에서 왕명에 의해 군을 통솔

하거나 군중에서 군령을 전하고 군진(軍陣)의 방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천문학은 전통적으로 계절과 방위를 알려주는 역할

을 해왔다. 특히 동양의 전통천문학에서 별자리는 계절

과 시각을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는데 국보 천상열

차분야지도에 적힌 24기 혼효중성(昏曉中星)이나 신법

누주통의(新法漏籌通義) 경루표(更漏表)에 기록된 28수 

별자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28수 별자리는 오랜 

시간 계절과 밤 시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 동양

에서 별자리와 사신(四神) 방위 개념은 BC 4000년경 중

국 복양(濮陽)의 사시천상도(四時天象圖)에서 처음 발견

되었다(Yi, 1996). 그러나 실제로 가장 오래된 28수 별

자리는 BC 430년경 증후을묘(曾侯乙墓) 칠기상자에서 

발견되었다(Pan, 2009). 칠기상자의 28수는 방위에 따라 

7개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 이미 방위에 

따라 7수 별자리가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28수 별자리 기록은 고구려 

무덤 별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덕화리2호 무

덤에는 28수 별자리 그림과 함께 한자 이름이 적혀 있

어 6세기 무렵 이전에 고구려에서 28수 체계가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Goguryeo Exhibition committee, 
2002). 중국에서 28수 별자리 체계가 전래되기는 하였

지만 고구려 무덤의 별자리 배치는 방위에 따라 28수 

별자리를 배치하는 중국의 방식과 달리 북두칠성과 남

두육성을 북쪽과 남쪽에 놓이도록 28수 별자리 배치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Park & Yang, 2009). 이것은 당

시 고구려에서 28수 별자리 방위보다는 북두나 남두의 

별자리 배치를 더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북두와 남두 별자리를 중시한 것은 고구려와 고려 무덤

에 그려진 다양한 북두와 남두 별그림, 신라의 석조부

부조각장식관(石造夫婦彫刻裝飾棺, 8-9C) 상판에 그려진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칠성칼(七星
劍)과 명두(明斗)에 새겨진 북두 별자리 등에서 널리 찾

아볼 수 있다(National Folk Museum, 2004).  
   우리나라에 28수 별자리는 고구려 무덤이나 천문도 

이외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조선시대 사인검

(四寅劍)과 나반(那般)에 그려진 정도가 전부이다. 지금

까지 알려진 역사서에 기록된 별자리 깃발(宿旗)은 세

종 6년(1424)과 고종 11년(1874)의 문헌 기록과 함께 고

종 39년(1902) 고종 즉위 40년 연회의 의식을 기록한 

진연의궤(進宴儀軌) 도식(圖式)편에 그려진 28수 깃발 

이 있다. 특히, 1902년 진연의궤에 기록된 28수 별자리 

깃발은 궁중 의례에 사용된 별자리 깃발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사용한 별자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진연의궤의 28수 깃발 그림은 시기적으로 고종 11년 군

영에서 사용한 별자리 깃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

된다. 그러나 진연의궤의 별자리 그림은 조선 후기 서

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성경(星鏡)과 신법

보천가(新法步天歌)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인 “영기”의 별그림과 비교하

기는 적절하지 않다. 진연의궤의 모든 28수는 파란색 

삼각 깃발에 금박으로 별을 그려 놓았는데 별자리 모양 

뿐 아니라 별의 크기까지도 서양 성도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현재 태백산 천제에서 사용하는 별자리 깃발은 별자

리 깃발의 배치와 색깔 등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알려

준다. 태백산 제천행사에는 해, 달, 북두칠성과 28수 별

자리 깃발이 사용된다. 천제단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에 해와 달, 북두칠성 깃발이 위치한다. 제단의 바

깥에는 동쪽에 동방 7수, 남쪽에 북방 7수, 서쪽에 서방 

7수 그리고 북쪽에 남방 7수 깃발을 배치하는데 별자리 

깃발은 배치 방위에 따라 오방색(五方色)의 깃이 달려 

있다(Yang, 2010). 한편, 태백산 별자리 깃발은 1938년 

독립기원제와 1949년 태백산 천제에 별자리 깃발을 사

용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1987년 새롭게 만든 것이다.
   본 연구 자료인 “영기”는 강진에서 전해져 내려온 

병영에서 사용한 28수 별자리 깃발 그림으로 조선시대 

군영에서 사용했다는 고종 11년 문헌 기록과 관련된 유

일한 자료로 생각된다. 강진의 전라 병영성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본 “영기”는 군영에서 사용한 28수 별자

리 깃발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영기”의 

별그림은 고종 39년 진연의궤에 그려진 성도와도 확연

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기” 깃발 

별자리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성도의 특징과 별자리와 

함께 그려진 그림과 문양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편, 
1902년 진연의궤에 그려진 28수 별자리 깃발은 조선 궁

중 의례에 사용된 귀중한 천문 사료이다. 그러나 별자

리의 모본이 명확하고 깃발의 형태나 기능이 “영기” 깃

발 별그림과는 확연히 달라 본 연의 비교 자료에는 제

외하였다. 진연의궤의 깃발 별자리의 문화적 가치와 의

미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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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서에 기록된 28수 별자리 깃발

조선시대 기록에서 28수(宿) 별자리 깃발(宿旗)을 찾아

보면 두 건의 중요한 기사가 나온다. 첫째는 세종 6년

(1424) 9월 임오(壬午)일, 병조(兵曹)에서 사열에 사용할 

별자리 깃발 제작을 임금에게 요청하여 허락받았다는 

아래의 기사이다.

兵曹啓: "大閱時, 左右廂、中衛、中所所用二十八宿
旗二件、十二神旗二件、大纛二、中纛十二、小纛八, 
令軍器監造作輸送。" 從之. [世宗實錄 二十五卷]

병조에서 계하기를, "큰 사열(査閱)할 때에 좌·우상

(左右廂)과 중위(中衛)와 중소(中所)에 수용되는 28수

기(宿旗) 두 개와 12신장기(神將旗) 두 개와 큰 기

[大纛] 두 개와 중기[中纛] 열두 개와 작은 기[小纛] 
여덟 개를 군기감(軍器監)을 시켜 조작(造作)하여 수

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Sejongsillok 
vol..25]  

   실록의 기사를 보면 세종대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되

는 28수 별자리 깃발은 하나의 깃발에 28수 별자리를 

모두 그린 것으로, 군영에서 사열에 사용하기 위해 만

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조선 세종대의 기사

에는 명(明)의 관제를 따라 여러 깃발의 제작과 사용을 

명하는 기록이 있다. 세종 시대까지 군영에서 사용하는 

깃발뿐 아니라 왕실에서 사용하는 깃발도 체계가 완전

히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6년 이전에 

28수 별자리 깃발에 관한 기사가 실록에 없는 것으로 

미루어 세종대에 처음으로 28수 깃발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종 이후에도 28수 별자리 깃발이 사

용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28수 깃발이 조선시대에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수 별자리 깃발과 관련된 두 번째 기사는 고종 11
년(1874) 1월 경오(庚午)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일성록(日省錄)에 동일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

다[Seo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1623-1910; Ilseongrok
(日省錄), 1760-1910].    

上曰, 喬桐·永宗, 亦無弊乎? 善弼曰, 府鎭, 俱爲凋殘, 
喬桐則統禦營移置本營之後, 尤極蕭條矣。上曰, 摘奸

之回, 聞有二十八宿物形之新造者, 此有何法意乎? 善

弼曰, 二十八宿, 各有方位, 而我國則造一幅旗合畫者, 
故臣果隨其方位, 各造物形, 欲令軍校, 辨其方位而已, 
更無他深意矣。上曰, 在前亦有隨方位各揷之法乎? 善

弼曰, 古法本自如是, 而我國軍制, 果未曾有之矣。

      [承政院日記 一百三十冊/ 日省錄 高宗 11年]

상이 이르기를, “교동(喬桐), 영종(永宗) 역시 폐단이 

없었는가?” 하니, 김선필(金善弼)이 아뢰기를, “부

(府), 진(鎭)이 모두 조잔한데, 교동은 통어영(統禦營)

을 본영(本營)으로 옮겨 설치한 후에 더욱 쓸쓸해졌

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간하고 돌아온 

자의 말을 들으면 28수(宿)의 물형(物形)을 새로 만

든 것이 있다는데, 이에는 무슨 법의(法意)가 들어 

있는가?” 하니, 김선필이 아뢰기를, “28수에는 각기 

방위(方位)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폭의 기

(旗)에다가 합쳐 그려 만들기 때문에 신이 과연 그 

방위에 따라서 각기 물형을 만들었는데, 이는 군교

(軍校)로 하여금 그 방위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일 뿐 

다른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에도 방위에 따라 각기 꽂는 법이 있었는가?” 
하니, 김선필이 아뢰기를, “옛날의 법이 본디 그러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군제(軍制)에는 일찍이 없었습

니다.” 하였다.  [Seongjeongwonilgi 123]

   위의 두 기사는 조선시대 28수 별자리 깃발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기사는 세종

대보다 450년 이후의 기록이지만 조선에서 28수 별자리 

깃발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고종 11년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고종 때까지 하나의 깃발에 28수 별자리를 

그려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선필(金善
弼)이 군영에서 사용할 새로운 28수 깃발을 만들었는데 

각 별자리를 하나의 깃발에 그려 방위를 알도록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김선필이 만든 28수 깃발은 당시 조

선 군영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별자리 깃발이

라는 사실이다. 
   김선필은 조선 고종 때의 무관으로 중앙관 진무사

(鎭撫使)의 수장이었다(AKS, 2016). 진무사는 조선후기 

강화부 진무영(鎭撫營)의 최고 무관 벼슬이다. 실록을 

살펴보면 김선필은 고종 3년 동부승지의 자격으로 전쟁

에 참여한 이후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리

고 고종 8년 경기중군(京畿中軍)을 거쳐 진무영 중군(中
軍)에서 진무사로 특별 진급을 하였다. 이후, 고종 19년

에는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실록에 기록된 28수 깃발에 관한 고종 11년의 기사

와 김선필의 이력을 살펴보면 강진 군영에서 사용된 것

으로 생각되는 28수 깃발 그림은 김선필이 처음으로 만

들어 군영에서 사용했다는 28개의 별자리 깃발의 필사

본류로 생각된다. 또한 적간(摘奸)에 의해 왕에게 28수 

별자리 깃발이 처음 보고된 사실은 당시 김선필이 강화

부에 무진사로 재임하면서 개인적으로 별자리 깃발을 

만들어 군영에 직접 사용했음을 말해준다. 강진 “영기”
의 28수 별자리 깃발 그림에는 깃발의 형태와 크기 그

리고 사용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 군영에서 사용하던 28
수 깃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병영에서 사용한 28수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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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은 김선필이 군교의 방위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 28수 별자리 깃발

이 조선의 전체 군영이 아닌 일부 군 내부에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교한 성도 제작의 

목적보다는 방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활용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김선필이 만들어 군영에서 사용했다는 28수 

별자리 깃발에 대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자료는 없다. 
강진 “영기”는 이런 면에서 고종 연간에 김선필이 만들

어 사용했다는 28수 별자리 깃발을 연구할 수 있는 유

일한 자료로 보인다.            

3.  강진 영기 구조 및 별자리

“영기”에는 모두 28쪽에 각각의 별자리 깃발 그림이 그

려져 있다. 각 면에는 깃대와 기(旗)가 그려져 있으며 

기의 오른쪽 위에 28수 별자리 이름, 그 아래 중간 부

분에 깃발의 담당에 대해 적혀있다. 각수(角宿), 두수(斗
宿), 규수(奎宿)의 깃발 별자리 그림의 우측 아래에는 

이진(李眞), 곽해(郭海), 사월(謝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기의 세 면에는 펄럭이는 작은 깃이 이어져 있으

며 깃대의 위쪽에는 새의 깃털을 꼽아 장식을 해 놓았

다. 기(旗)에는 별자리 그림 외에도 동물과 부적 모양의 

그림 그리고 숫자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페이지인 각수 별자리 그림

에는 별자리 깃발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28수 별자리 

깃발의 목적 등이 별도로 적혀 있다. Figure 1은 강진에

서 발견된 “영기”의 각수(角宿) 내용을 보여준다. 각수 

별자리 아래에는 깃발의 모양과 제작 목적이 아래와 같

이 적혀 있다. 

此後二十八宿形旗凡出軍立方向

八門使兵由之而出則用又凡遇出

兵之日所輪勝宿卽以此旗令軍

桿長一丈六尺頂用纓絡雉邊錫

之色俱同各照方向方可六尺

   “영기”에는 28수 별자리 깃발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 

‘다음의 28수 별자리 깃발은 군이 출병할 때 방위나 팔

문(八門)의 방위를 나타내어 군사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때에 사용한다. 또한 출병해서 승리해서 머무르는 

경우 이 깃발로 군영에 명령을 전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깃발의 크기와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막대의 길이는 1장 6척이며 꼭대기는 꿩의 깃털

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깃발의 네 변은 같은 색으로 방

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깃발의 네 변의 길이는 6척 

정도이다.’ 
   깃발의 모양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깃발 네 변의 깃은 방위를 나타내는 색으로 표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색깔로 방위를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깃발의 깃에 방위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태백산 개천 대제에 사용하

는 28수 별자리 깃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방칠수

는 푸른색, 북방칠수는 검은색, 서방칠수는 흰색 그리고 

남방칠수는 붉은색으로 표현하였다(Yang, 2010). 이러한 

방위별 색깔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영기”의 

별자리 깃발에도 이러한 색으로 깃을 표현하였을 것으

로 생각된다. 
   각수 이외의 나머지 별자리 깃발도 비슷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깃발의 우측에는 별자리, 일월오

행, 동물 이름이 적혀 있으며 그 아래에 명문이 쓰여 

있다. 명문은 담당 군영과 인명(人名)을 적은 것으로 보

이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각수(角宿), 두수(斗宿), 규수(奎宿)의 깃발 우측 

가운데에는 군영의 담당에 관한 “主將黃公玟”, “主將歐
陽希節”, “主將王珣忠”의 문장이 적혀 있다. Figure 2는 

두수와 우수의 별자리 깃발 모습을 보여준다.
   영기의 별그림은 깃발의 상단에 그려져 있는데 별을 

원으로 그리고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별자리를 표현

하였다. 별자리의 모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

으로 분석하였다. 영기의 별자리는 깃발의 위쪽에 작게

Figure 1.  The figure of first page of 
28 constellation flags of barracks in 
Gangjin: Gaksu (角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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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 있어 군영에서 활용할 때 멀리서 별자리를 쉽

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영기”에 가장 크게 그려진 것은 28수 아래에 있는 

동물이다. Table 1에는 28수 별자리 깃발에 그려진 동

물과 함께 깃발에 그려진 별자리의 별 개수와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 개수를 정리하였다. 28수에 해당하는 동

물은 깃발에 적힌 한자를 해석한 것인데 벽수(壁宿)에
는 ‘짐승이름 유(㺄)’자가 쓰여 있어 특정한 동물을 적

시하지 못했다. 28수 별자리에 동물을 대응시킨 것은 

천문 자료에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영기”에 그려

진 이들 동물이 28수 별자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조선 세종대에 이순지

(李純之)가 편찬한 천문류초(天文類抄)에는 28수 별자리

를 사신(四神) 동물로 표현한 기록이 남아 있다. 동물천

문도의 경우, 사방위에 따라 청룡, 백호(새끼호랑이 포

함)와 기린, 주작, 현무 그리고 중앙의 황룡으로 표현하

고 있다(Yang & Park, 2003). 그러나 영기에는 동방 7수

에 용과 호랑이를 모두 배치하고 현무와 기린은 아예 

빠져 있는 등 천문류초에 기록된 사신 동물천문도와 전

혀 다른 동물 배치를 하고 있다(Table 1 참조).
   별자리와 동물 그림의 우측에는 부적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 28수 별자리 이름을 

한자 전서(篆書)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 & 2 참조). 이들을 중국의 설문해자(說文解字)
와 육서통(六書通)에 남아 있는 전서 글자와 비교한 결

과(Table 2), 영기에 그려진 도안 중 일부는 전서체 별

자리 이름과 유사함을 확인 하였다(Qin, 1894; Xu & 
Xu, 121). 그러나 나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

서체 별자리 이름의 위아래에는 특이한 도형과 별자리

와 유사한 여러 원을 연결한 그림이 있다. 이들 그림과 

전서체 별자리 이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와 해석이 필요하다.  
    
4.  영기 28수 별자리 분석

동양 전통 천문학에서 별자리는 3원(垣) 28수(宿)의 체

계로 분류된다. 3원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 주변의 세 

영역으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8수는 하늘의 적도와 황도 주변에 있는 28개의 대표 

별자리로 네 방위에 일곱 별자리씩 배정되어 동방․북

방․서방․남방칠수로 구성되어 있다. 28개의 대표 별

자리는 각각의 영역 안에 2-19개의 별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별자리 영역과 별의 개수는 28수 별자리마다 

모두 다르다. 

Figure 2.  A part of constellation flags in the 
manuscript of barracks in Gangjin; Dusu(斗宿) and 
Usu(牛宿).

28
宿

星數
動物

28
宿

星數
動物令

旗
天
象

令
旗

天
象

角 2 2 蛟교룡 奎 14 16 狼이리

亢 4 4 龍용 婁 3 3 狗개

氐 4 4 狢오소리 胃 3 3 雉꿩

房 8 4 兎토끼 昴 7 7 鷄닭

心 3 3 狐여우 畢 8 8 烏까마귀

尾 9 9 虎범 觜 3 3 猴원숭이

箕 4 4 豹표범 參 13 10 猿원숭이

斗 6 6 獬해태 井 8 8 犴들개

牛 6 6 牛소 鬼 4 5 羊양

女 8 3 蝠박쥐 柳 8 8 獐노루

虛 2 2 鼠쥐 星 7 7 馬말

危 7 3 燕제비 張 5 6 鹿사슴

室 6 2 猪돼지 翼 19 22 蛇뱀

壁 2 2 㺄 ? 軫 9 4 蚓지렁이

Table 1.  The number of stars and animals in 28 
constellation flags of barracks in Gangjin 

角 房 尾 室 軫

영

기

篆
書

출
처

六書通 說文解字 六書通 六書通 六書通

Table 2.  Constellation names appeared in the flags 
written in Chinese old characters, Jeonseo (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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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별그림과 고구려 무덤 별그

림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보이듯 우리의 전통 

별그림은 중국과 달리 별의 크기를 다양하게 그리는 특

징이 있다.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을 조사한 결과, 
별의 크기는 별의 밝기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Park, 1998; Yang, 2013). 강진 “영기”에는 별이 모두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어 우리 전통 성도와 같이 별

을 밝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특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영기 깃발에는 28수에 포함된 모든 별자리

가 아닌 28수의 대표 별자리만 그려져 있다. 이것은 태

백산 제천행사 별자리 깃발에 그려진 전체 별자리를 그

린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기”에 기록된 28수 별

자리 깃발의 목적에 따라 대표 별자리 하나만을 그려 

별자리를 명확하게 구분한 의도로 보인다. 
   “영기”에 그려진 별그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깃

발의 별그림을 한국의 전통 성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列次分野之圖-1395)와 조선보천가(朝鮮步天歌)의 별

자리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석각천문도인 순우

천문도(淳祐天文圖-1247)와 당보천가(唐步天歌)의 28수 

별자리도 함께 비교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가 중국에서 전해지는

데 대표적인 성도는 성경(星鏡)과 신법보천가(新法步天
歌)이다. 이들 성도는 별자리의 별에 일련번호를 붙이

고 서양 천문학의 기준에 따라 별의 밝기를 크기로 명

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성도는 고법천문도(古法天文圖)라 

부를 수 있는데 조선보천가와 당보천가 여기에 해당한

다. “영기”의 별그림은 고종 39년 진연의궤(進宴儀軌)에 

그려진 신법보천가나 성경 계통의 성도와는 완연히 다

른 모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

법천문도 중에서 “영기” 별그림의 모본이 된 성도를 찾

고 별그림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영기”와 전통 성도의 

별그림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별

자리를 구분하였다. 첫째는 우리의 전통 별그림과 비슷

한 모양, 둘째 중국 성도와 비슷한 모양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한국과 중국의 성도와 다른 독특한 모습의 별그림

으로 분류하였다. 
   아래 Table 3에는 “영기”에 그려진 28수 별자리 그

림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전통 별그림을 정리하였다

(Yang, 2014 참조). 28수 별자리 아래에는 별자리의 별 

개수를 함께 적었는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3의 “영기” 그림에는 깃발의 전

체 모습을 넣어 별자리와 함께 동물 그림 그리고 전서

체로 쓰인 별자리 이름으로 보이는 상형 문자와 그 위

에 별 모양의 도안도 볼 수 있게 하였다. 
   “영기” 별그림을 한국과 중국 성도의 별그림과 비교

해보면, 비슷한 모양도 많지만 모양이나 방향, 별자리 

연결방식 등 여러 차이가 다수 확인된다. 한국의 성도

와 비슷한 모양을 갖는 별자리는 항수(亢宿)와 익수(翼
宿) 두 별자리가 있다. 항수는 별의 연결 각도가 중국

보다는 한국 성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며 익수는 위

쪽과 아래쪽의 별자리 연결선이 한국 성도와 비슷한 모

습이다. 그러나 별의 개수나 별자리 연결 모양 등 이들

이 한국 성도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기

는 어렵다. 중국의 성도 별자리와 비슷한 모습의 영기 

별자리로는 묘수(昴宿), 정수(井宿), 류수(柳宿), 성수(星
宿)가 있다. 특히, 묘수와 성수 별자리는 명확히 한국의 

성도와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두 별자리는 팔

곡(八穀), 상진(常陳), 천주(天廚)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의 별자리를 구분하는 유용한 별자리이다(Choi et al., 
2010). 묘수의 경우, 한국과 중국 성도에 별의 개수는 

같으나 당보천가(唐步天歌)의 별자리 연결은 매우 독특

한 모습이다. “영기” 별자리의 묘수는 당보천가의 모습

과 일치한다. 영기의 류수 별그림도 당보천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성수의 경우, 한국과 중국 

성도에서 별자리 연결 패턴이 명확히 다른데, “영기”의 

성수는 중국 성도의 별자리와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정수 별자리도 별이 두 줄로 나란히 배열된 모습은 중

국의 별자리 모습과 닮았다. 
   별그림 비교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기”의 28수 별그

림은 중국의 전통 성도 중에서 특히, 당보천가와 가장 

유사하다. 한국과 중국의 성도에서 모양이 명확히 구분

되는 묘수와 성수의 경우 중국 성도와의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별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은 “영기” 별그림

의 특징과 함께 중국 성도 별그림과의 유사성은 “영기” 
별자리가 중국 성도를 기초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영기”의 별자리 그림 중에는 한국이나 중국

의 성도 별그림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여럿 있다. “영기”
의 방수(房宿), 여수(女宿), 위수(危宿), 실수(室宿), 삼수

(參宿), 귀수(鬼宿) 진수(軫宿)의 일곱 별자리는 별의 개

수와 모양 등 전반적으로 일반 성도의 별그림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삼수(參宿)는 겨울의 대표 별자리로 밤

하늘에서 그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자리이다. 
그러나 성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영기”
의 별그림이 제작 과정에서의 오류를 넘어 천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별자리 모양 외에도 별자리 연결 패턴이 다르거나 

별의 개수가 다르게 그려진 별자리도 여럿 있다. 실제, 
“영기”에 그려진 절반 이상의 별자리는 실제 성도에 비

해 배치 방향이 회전되어 그려졌거나 뒤집혀 그려져 있

다. 삼수 별자리 깃발에는 별자리와 동물 그림만 남아 

있고 전서체 별자리 이름과 위쪽의 별자리 도안도 누락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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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宿 영기 별그림 천상열차 조선보천가 순우천문도 당보천가 영기-특징

角

2

·동물 그림에 의해

 별자리 연결선 꺾임

·별자리 90° 회전

亢

4

·별자리 한국과 유사

·별자리 180° 회전

氐

4

·별자리 45° 회전

房

4

·별개수와 별자리 

 모양 다름

·별자리 90° 회전

心

3

·한국 성도는 가운데

 별이 크지만 영기와

 중국 성도는 별크기

 동일

尾

9

·별자리 연결 모양

 일부 다름

箕

4

·별자리 -90° 회전

Table 3.  Constellation flags and 28 constel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Star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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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宿 영기 별그림 천상열차 조선보천가 순우천문도 당보천가 영기-특징

斗

6

·별자리 모양 다름

牛

6

·별자리 연결선 일부

 누락

·별자리 90° 회전

女

4

·별개수와 별자리 

 모양 다름

虛

2

·별자리 90° 회전

危

3

·危宿과 墳墓 별자리

 함께 그려짐

室

2

·室宿 별 하나 누락

·별그림 좌우 반전

壁

2

·별자리 90° 회전

Table 3.  Constellation flags and 28 constel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Star Chart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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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宿 영기 별그림 천상열차 조선보천가 순우천문도 당보천가 영기-특징

奎

16

·별개수와 별자리 

 모양 일부 다름

婁

3

·별배치 한-중 성도와

 일부 다름

胃

3

·별자리 연결선 중국

 성도와 동일

昴

7

·唐步天歌 별자리 

 모습과 동일

畢

8

·별자리 90° 회전

觜

3

·별자리 180° 회전

參

10

·별개수와 별자리 

 모양 전혀 다름

·名文 누락

Table 3.  Constellation flags and 28 constel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Star Chart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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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宿 영기 별그림 천상열차 조선보천가 순우천문도 당보천가 영기-특징

井

8

·별자리 연결선 일부

 누락

·별자리 45° 회전

鬼

5

·별개수와 별자리 

 연결 다름

柳

8

·唐步天歌 별자리 

 모습과 동일

星

7

·중국 성도와 별자리

 모습 유사

·별자리 45° 회전

張

6

·별 1개 누락

翼

22

·한국 성도와 별자리

 연결 패턴 유사

·별개수 다름

軫

4

·별개수와 별자리 

 모양 다름

Table 3.  Constellation flags and 28 constel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Star Chart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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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강진에 남아 있는 “영기(令旗)” 별자리 

깃발을 연구하였다. “영기”에는 28쪽에 걸쳐 동양의 전

통 별자리인 28수(宿) 별자리 깃발이 그려져 있다. 각수

(角宿)가 그려진 첫 페이지에는 28수 별자리 깃발의 목

적과 용도 그리고 깃발의 크기와 모양이 적혀 있어, 이

것이 당시 군영에서 사용하던 별자리 깃발임을 알려준

다. 비록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영기”에 그려진 별

자리 그림은 조선 후기 강진의 전라 병영성에서 사용된 

것으로 국내에 보고된 유일한 군영에서 사용한 28수 별

자리 깃발 자료로 사료된다.  
   군영에서 사용한 28수 별자리 깃발에 대한 기록은 

고종 11년(187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일성록(日省
錄)에서 찾을 수 있다. 고종에게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이 군영에서 방위를 

알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하나의 깃발에 있던 28수 

별자리를 28개의 깃발로 나누어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

다. 그리고 강진 “영기”에 기록된 28수 별자리 깃발은 

고종 대에 군영에서 김선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

한 28수 별자리 깃발을 필사한 자료로 판단된다. 김선

필이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력도 이를 뒷받침 해

준다.  
   Shi(1998)에 의하면 중국의 28수 별자리는 약 10세기 

초에 한국으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

구려 덕화리2호 무덤 벽화에 28수 별자리가 나타나 있

어 6세기 이전에 28수 별자리 체계가 한반도에 전해졌

음을 알 수 있다(Yang, 2013). 3원 28수 별자리 체계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한국의 성도는 고유한 특징과 함

께 중국 성도와 다른 여러 차이가 있다. 한국 전통 성

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별을 밝기에 따라 다른 크기로 표

현한다는 것이다(Yang, 2013). 이러한 특징은 고구려 무

덤 별그림과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영기”의 별그림에는 별이 모두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

어 한국 전통 성도의 특징인 다양한 별 크기 표현은 찾

아 볼 수 없다. 
   “영기”에 그려진 별그림이 어떤 성도를 기초로 만들

어졌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기”의 별그림을 한국과 중국 전통 성도의 별그림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수(亢宿)과 익수(翼宿)의 

두 별자리는 그 모양이나 연결선에서 한국 성도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묘수(昴宿), 정수(井宿), 류수

(柳宿), 성수(星宿)의 별자리는 중국 성도와 비슷한 모

습을 보인다. 특히 한국과 중국 성도에서 별자리의 모

습이 명확히 차이나는 묘수와 성수 별자리는 중국 당보

천가(唐步天歌)의 별자리 모습과 일치한다. 따라서 당시 

영기의 28수 별자리를 만들 때 중국 성도를 기초로 하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기”의 별그림을 살펴보면 많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영기”의 방수(房宿), 여수(女宿), 위수(危宿), 실수

(室宿), 삼수(參宿), 귀수(鬼宿) 진수(軫宿)의 일곱 별자

리는 한국과 중국의 성도 별자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별자리는 배치 방향이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게 그려져 있거나 반전되

어 있다. 일관성 없는 이러한 별그림의 많은 오류는 깃

발 별그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라기보

다는 천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깃발 그림이 그려졌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별자리보다 동물을 깃발의 중앙

에 크게 그린 것은 “영기”가 군영에서 배치와 명령 전

달에 그 주요 목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영기”의 설명에는 깃발의 색깔도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28수 별자리는 네 방위에 따라 일곱 별자리

로 나뉘고 그에 해당하는 사신 동물이나 색깔을 배정한

다. 이러한 특징은 근래에 만든 태백산 깃발 별자리에

도 볼 수 있다. 태백산 깃발의 테두리에는 별자리 방위

에 해당하는 색깔을 넣어 깃발의 색으로 별자리 깃발의 

배치를 알게 하였다. “영기”의 깃발도 군영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각 방위의 별자

리에 맞추어 깃발에 색을 넣어 구분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조선시대의 28수 별자리 깃발 기록은 강진의 “영기”
와 관련된 고종 11년(1874)의 기록과 함께 고종 39년

(1902)의 궁중 의례에 사용한 28수 기록이 있다. 사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고종 39년의 28수 깃발은 고종 11년에 

언급한 김선필의 28수 깃발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

으로 생각된다. 고종 39년의 28수 깃발은 깃이 없는 삼

각 모양의 깃발에 28수 별자리만 그려져 있어 군영에서 

사용한 “영기”의 별그림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이

다. 깃발의 색으로 방위를 표현한 “영기”의 특징은 고

종 39년(1902) 모든 깃발을 같은 색으로 만든 진연의궤

의 28수 깃발과 대조되는데, 이것은 “영기”의 28수 깃

발이 군영에서 방위를 확인하고 군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재차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종 39년 

진연의궤의 28수 별그림은 서양의 천문지식이 포함된 

신법보천가와 성경의 별그림을 옮겨 그린 것으로 확인

된다. 궁중 의례를 위한 28수 깃발이기 때문에 조선 후

기에 편찬된 성도의 별그림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진영의궤의 28수 별그림이 “영기”를 참고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28수 깃발의 제작은 

“영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진연

의궤의 28수 별자리 깃발이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만들

어 졌으며 궁중 의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기”는 조선시대 군영에서 사용한 실제 28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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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린 것으로 조선 군영에서 사용한 유일한 28수 별

자리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영기” 별그림이 성도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군영에서 사용한 별자리 깃발이라는 점에서 

병제사(兵制史)나 민속학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강진 “영기”에는 별자리 외에도 동물이나 상

형문자 도안 등이 함께 그려져 있다. 특히, 28수 별자리

에 그려진 각각의 동물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로 민속천문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로 생

각된다. 깃발의 사용법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민속학이나 병제사에

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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