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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records related to the reign style and the calendar day from the epigraphs of the 
Goryeo dynasty (918 - 1392) in Korea in order to verify and supplement the sexagenary cycle data of the 
first day in the lunar month of the dynasty. The database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Heritage contains a rubbed-copy image, transcription statement, and translation statement for Korean 
epigraphs as well as 775 epigraphs corresponding to the Goryeo dynasty. The epigraph records are 
valuable in that, during this time, they were written differently from other historical literature such as the  
Goryeosa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which was compiled in the next dynasty. We find that the 
Goryeo dynasty, in general, had adopted the reign styles of Chinese dynasties at that time. We also find 
159 calendar day records all showing good agreement with the work of Ahn et al. except for dozens of 
records. Through this study, we can verify the reign styles and the calendar days of th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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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역일(曆日)을 오늘날 역일로의 정확한 동정 자료는 

고천문 연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려시대 역일의 경

우 Han(1987)의 연구를 기초로 Yang et al.(1999)은 『고

려사』, 『고려사절요』 등 사서에 기록된 일진(日辰)뿐
만 아니라 일식 등의 천문 기록에 대한 현대 천체역학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최근 Ahn et 
al.(2009)은 당시 중국과 일본의 역일과도 비교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경우 조선시대와는 달리 현존하는 

당시 문헌 자료들이 적어 역일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역일관련 기록(윤달, 달의 대 소, 일진 등)을 조사하여 

고려가 당시 중국의 어떤 왕조와 교류했는지를 살펴보

고 아울러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역일 연구 결과와 비

교, 분석하였다. 최근 Lee et al.(2012)의 조선시대 역일 

검증 연구에서처럼 금석문 기록은 당시 역일 검증에 매

우 유용하다.
  금석문에 기록된 고려시대 연호에 대한 국내 선행 연

구들로는 Park(1978), Han(2010; 2012) 등의 연구가 있다. 
Park(1978)은 금석문에 후한의 연호인 건우(乾祐)를 사용

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후한의 연호를 사용하였

다는 『고려사』기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으며, 
Han(2010; 2012)은 『고려사』와 금석문 자료를 바탕으

로 당시 국제관계에 따른 고려의 연호와 기년 변화 양

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고려 초기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Chang(2012)은 『고려사』와 금석

문에 나타난 일진 자료를 활용하여 고려의 윤달과 삭일

을 당시 중국의 중원(송)과 북방(요, 원) 그리고 일본의 

그것과 비교 연구하였다. 그러나 기간을 원의 내정간섭

이 시작되는 무렵인 1300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금석문

에 나타난 윤달과 큰 달(대진)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

다. 또한 Han(1987)의 초기 연구 자료에서의 오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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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records related to the reign style 
from the epigraphs of the Goryeo dynasty 

No Period Reign Style Remark* No Period Reign Style Remark*

R001 918 天祐 T R051 1106 ~ 1107 乾統 L
R002 921 貞明/龍德, 天祐 LL, T R052 1108 乾統, 大觀 L, S
R003 922 龍德 LL R053 1109 ~ 1111 乾統/天慶 L
R004 924 龍德, 同光 LL, LT R054 1112 ~ 1117 天慶, 政和 L, S
R005 925 ~ 927 同光/天成 LT R055 1118 天慶 L
R006 929 ~ 930 同光/天成 LT R056 1121 ~ 1125 宣和 S
R007 932, 935, 936 長興/淸泰 LT R057 1126 天會 J
R008 937 淸泰, 天福 LT, LJ R058 1129 天會, 建炎 J, S
R009 939 ~ 947 天福, 開運 LJ R059 1130 立炎[建炎] S
R010 950 光德(2nd year) G R060 1132 ~ 1133 天會, 靖康/紹興 J, S
R011 952 ~ 956 廣順, 顯德 LZ R061 1136 ~ 1137 紹興 S
R012 958 ~ 959 顯德 LZ R062 1141 皇統, 紹興 J, S
R013 962 峻豊(3rd year) G R063 1142 ~ 1149 皇統 J
R014 963 峻豊 G R064 1150 皇統/天德, 紹興 J, S
R015 964 ~ 965, 967 乾德 S R065 1151 天德 J
R016 970 ~ 972 乾德/開寶 S R066 1152 天德, 紹興 J, S
R017 974 ~ 975 開寶 S R067 1153 ~ 1161 天德/貞元(正豊) J
R018 977 ~ 978 太平興國 S R068 1162 正隆(正豊)/大定 J
R019 981 ~ 985 太平興國/雍熙 S R069 1163 ~ 1164 大定 J
R020 987 雍熙 S R070 1170 大定, 隆興 J, S
R021 991 ~ 994 淳化 S R071 1172, 1174 ~ 1175 大定 J
R022 995 ~ 1000 統和 L R072 1177 ~ 1183 大定 J
R023 1004 ~ 1006 統和 L R073 1185 ~ 1186 大定 J
R024 1009 ~ 1010 統和 L R074 1188 ~ 1202 大定/明昌/承安 J
R025 1013 ~ 1014 開泰 L R075 1204 承安, 嘉泰 J, S
R026 1017 ~ 1019 天禧 S R076 1205 ~ 1227 泰和/大安/崇慶/

J
R027 1021 天禧 S     貞祐/正大
R028 1022 ~ 1026 太平 L R077 1229 (本朝)
R029 1028 太平 L R078 1234 (1234)
R030 1030 ~ 1033 太平 L R079 1237 (太宗) Y
R031 1035, 1038 ~ 1039 太平/重熙 L R080 1252 (憲宗) Y 
R032 1041 ~ 1042 重熙 L R081 1259 開慶 S
R033 1044 ~ 1045, 1054 重熙 L R082 1260 ~ 1264 中統 Y
R034 1056 ~ 1061 淸寧 L R083 1267, 1269 ~ 1283 至元 Y
R035 1065 ~ 1071 咸雍 L R084 1285 ~ 1292 至元 Y
R036 1073, 1075 ~ 1076 咸雍/太康 L R085 1294 ~ 1356 至元/元貞/大德/

Y
R037 1077 太康, 熙寧 L, S   (1344) 至大/皇慶/延祐/
R038 1079 ~ 1081 太康 L     至治/泰定/天曆/
R039 1082 ~ 1085 太康/太安, 元豊 L, S     至順/元統/至元/
R040 1086 太安, 元祐 L, S     至正/(釋迦涅槃)
R041 1087 ~ 1088 太安 L R086 1358 ~ 1368 至正 Y
R042 1089 太安, 元祐 L, S R087 1370 ~ 1371 洪武 M
R043 1090 ~ 1091, 1093 太安 L R088 1374 洪武 M
R044 1094 太安, 元豊 L, S R089 1375 宣光 Y
R045 1095 ~ 1097 壽昌 L R090 1377, 1380 ~ 1382 洪武 M
R046 1098 壽昌, 紹聖 L, S R091 1385 ~ 1388, 1392 洪武 M
R047 1099 ~ 1102 壽昌/乾統 L *T: Tang(唐),  LL: Late Liang(後梁), LT:  Late Tang(後唐), 

LJ:   Late Jin(後晉), G: Goryeo, LZ:  Late Zhou(後周), S:  
 Song(宋), L: Liao (療), J: Jin(金), Y: Yuan(元), M:   
Ming(明)

R048 1103 乾統, 崇寧 L, S
R049 1104 乾統 L
R050 1105 乾統, 崇寧 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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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용함으로써 1081년 2월과 1147년 10월의 경우 

고려와 송(宋)은 각각 3, 4일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참고로 개정본(Han, 2001)에서는 송과 같은 날짜로 

수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고려시대에는 선명력과 수시

력만을 사용하였다는 『고려사』「역지」서문에 대한 

재검토(Seo, 2012)를 바탕으로, 금의 중수대명력이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바 있다(Seo & Kim, 2014). 
  이 논문은 고려시대 역일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하고 더불어 관련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

해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1에 수록된 전체 775
개의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2장과 3장에

서는 각각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들에 대해 분석하였으

며, 4장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2.  연호 관련 기록

Table 1은 Lee et al.(2013)에 수록된 연호 관련 기록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열은 순번,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은 각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연호, 그리

고 마지막 열은 그 연호가 사용된 당시 중국 왕조를 의

미한다. 표의 간결성을 위해 연호가 기록된 금석문의 명

칭은 생략하였다(refer to Lee et al., 2013). 
  Table 1의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 관련 기록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국초에 천수(天授)
라는 자국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Han(2010)이 지적한 것처럼 그 연호를 사용한 금석문 

기록은 없다. 반면, 고려의 독자적 연호로 알려진 광덕

(光德; 순번 R010)과 준풍(峻豊; 순번 R013, R014)은 실

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호와 관련된 특이한 기록으로는 송의 연호인 

건염(建炎)을 피휘(避諱)하여 입염(立炎; 순번 R059)으로 

표기하거나, 연호 대신 1234년 식으로 단순히 연도로 표

기하거나(순번 R078),  석가열반(釋迦涅槃) 후 2349년 식

으로 불기(순번 R085)로 표기한 것도 있다. 피휘와 관련

하여, 『해동역사(海東繹史)』에는 『옥해(玉海)』를 참

고하여 “연상(延祥), 정풍(正豊)은 모두 고려의 연호이

다……살펴보건대 연상이나 정풍은 어느 때의 연호인지 

상세하지 않은데……”라는 기록이 있다(Chong, 1981; see 
also Lee & Sim, 1999). Table 1에서 연상의 연호는 보이

지 않지만 정풍의 연호는 금의 정륭(正隆) 연간에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순번 R067, R068), 이는 고려 세

조의 이름인 왕륭(王隆)을 피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증승통덕겸묘지명(圓證僧統德謙墓誌銘)>의 경우 

“우리나라 건통 3년 계미(1103년)에 왕륜사 선불장에 나

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니 송 숭녕 2년이기도 

1 http://gsm.nricp.go.kr/.

하다(本朝建統三年癸未赴王輪寺選佛場優中大宋崇寧二
年)”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고려가 요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던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순번 R048)도 

있다.
  셋째, Table 1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과 달리 즉위년을 원

년으로 하는 즉위칭원법(卽位稱元法)을 사용한 기록들이 

다수 나타나있다(예로, 순번 R010; refer to Lee et al., 
2013).
  넷째, 고려는 당시 중국 왕조들의 세력 변화 정세에 

따라 여러 왕조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체

로 918 ~ 923년까지는 후량(後粱, 907 ~ 923), 924 ~ 936
년까지는 후당(後唐, 923 ~ 936), 937 ~ 946년까지는 후

진(後晋, 936 ~ 946), 949 ~ 950(1)년까지는 광덕이라는 

독자적 연호, 952 ~ 959년까지는 후주(後周, 951 ~ 960), 
960 ~ 963년까지는 준풍이라는 다시 독자적 연호, 964 
~ 994년까지는 송(宋, 960 ~ 1279)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995년부터는 요(遼, 916 ~ 1125)의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993년 10월 제 1차 고

려-요 전쟁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1017 ~ 1021년 무렵에는 송의 연호가 1022년부터는 

요의 연호가 각각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려가 

1013년에 요와 국교를 단절하고 이듬해 다시 송과 교류

하게 되고, 이에 1018년에 시작된 제 3차 고려-요의 전

쟁에서 1019년에 고려가 승리하고 국교 정상화의 조건

으로 요와 다시 교류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076년까지는 요의 연호만 

나타나지만 1078 ~ 1118년까지는 요와 송의 연호 모두

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부터 요가 망한 1125년까지는 

송의 연호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에는 금(金, 1115 ~ 1234)이 망한 1234년 무

렵까지는 송과 금의 연호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몽

골제국-원(元, 1206 ~ 1368)의 연호는 1237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순번 R079; 태종 9년), 1259년을 제

외하고 원이 멸망한 1368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

는 1375년에 원의 선광(宣光)이라는 연호가 나타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까지는 명(明, 
1368 ~ 1644)의 연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다음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연호의 사용과 그 왕

조 역법/역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특히 

송과 요 시대의 경우)으로 추정된다. 

3.  역일 관련 기록

금석문에는 연호뿐만 아니라 역일 관련 자료들도 기록

되어있다. 역일 관련 기록은 크게 윤달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달의 대 소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날짜

와 일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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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records related to the calendar day from the epigraphs of the Goryeo dynasty

No1 YR2 SY3 R&C4 DY5 SY3 M6 D7 SD8 Ref No1 YR2 SY3 R&C4 DY5 SY3 M6 D7 SD8 Ref
C001  940 庚子  天福 5 LJ   7  30 586 C082 1172 壬辰 壬辰   2   8 丁未 402
C002  943 癸卯  天福 8 LJ 癸卯   6   1 丁未 583 C083 1172 壬辰 壬辰   5  16 甲申 402
C003  944 甲辰  天福 9 LJ 甲辰   5   1 壬申 582 C084 1174 甲午  大定 14 J 甲午  12  13 丙寅 397
C004  944 甲辰  天福 9 LJ 甲辰   6   1 辛丑 583 C085 1175 乙未  大定 15 J 乙未   9  24 壬寅 398
C005  946 丙午  開運 3 LJ 丙午   5   1 庚寅 581 C086 1180 庚子 庚子   1  29 壬午 391
C006  964 甲子  乾德 2 S 甲子   7  20 甲午 542 C087 1183 癸卯  大定 23 J 癸卯   4   1 乙未 385
C007  965 乙丑  乾德 3 S 乙丑   5   1 辛未 574 C088 1183 癸卯  大定 23 J 癸卯  12  24 乙酉 385
C008  968 戊辰 戊辰   3   4 己丑 704 C089 1185 乙巳  大定 25 J 乙巳   1  13 丁酉 378
C009  996 丙申  統和 10 L 丙申   7   7 乙巳 999 C090 1185 乙巳  大定 25 J 乙巳   1  30 甲寅 378
C010 1009 己酉  統和 27 L   8  12 甲午 999 C091 1185 乙巳  大定 25 J   2   8 壬戌 378
C011 1017 丁巳   6   1 戊辰 583 C092 1185 乙巳 乙巳  12  11 庚申 382
C012 1021 辛酉  天禧 5 S 辛酉   7   1 甲戌 556 C093 1186 丙午 丙午   2  25 癸酉 378
C013 1045 乙酉  重熙 14 L 乙酉  10   9 辛酉 544 C094 1186 丙午 丙午  19 375,
C014 1051 辛卯 辛卯   8   6 甲辰 543 377
C015 1061 辛丑 辛丑   8  30 538 C095 1190 庚戌   6  13 丙O 368
C016 1077 丁巳  熙寧 10 S 丁巳   5  23 壬申 531 C096 1191 辛亥 辛亥   2  22 庚子 999
C017 1077 丁巳  熙寧 10 S 丁巳  10  20 丁酉 531 C097 1191 辛亥  明昌 2 J 辛亥   5  13 庚O 364
C018 1097 丁丑  壽昌 3 L   1  11 丙申 509 C098 1192 壬子  明昌 3 J 壬子  11  16 乙酉 062
C019 1101 辛巳  10   5 壬辰 497 C099 1196 丙辰 丙辰   7  19 丙申 999
C020 1101 辛巳  11   4 辛酉 497 C100 1196 丙辰 丙辰   8  13 庚申 375
C021 1104 甲申  乾統 4 L  11  25 乙未 591 C101 1200 庚申  承安 5 J   3  30 350
C022 1104 甲申  乾統 4 L  12   3 壬寅 591 C102 1200 庚申  承安 5 J   4  21 丙午 350
C023 1105 乙酉   7  25 庚申 591 C103 1201 辛酉  承安 6 J 辛酉   5   4 癸丑 351
C024 1105 乙酉  乾統 5 L  10   9 癸酉 703 C104 1205 乙丑 乙丑  12   1 癸丑 474
C025 1109 己丑 己丑   2   1 丙子 418 C105 1209 己巳  大安 1 J 己巳   6  29 辛卯 999
C026 1118 戊戌 戊戌   3  15 丁酉 999 C106 1211 辛未 辛未   9  18 丁卯 999
C027 1120 庚子 庚子   8  14 壬午 591 C107 1216 丙子  貞祐 J 丙子  19   4 327
C028 1122 壬寅 壬寅  10  19 甲辰 999 C108 1219 己卯  貞祐 7 J 己卯   9  20 壬子 999
C029 1122 壬寅 壬寅  11  17 壬申 999 C109 1220 庚辰 庚辰   9   3 己丑 999
C030 1123 癸卯 癸卯   9  21 辛未 499 C110 1220 庚辰  貞祐 8 J 庚辰   9  28 甲寅 700
C031 1123 癸卯 癸卯  10  27 丙午 499 C111 1229 己丑   1   2 辛未 999
C032 1134 甲寅 甲寅  11  27 壬申 489 C112 1229 己丑   8   9 甲辰 999
C033 1136 丙辰  紹興 6 S  11  27 辛卯 487 C113 1229 己丑 己丑   8  10 乙巳 303
C034 1137 丁巳 丁巳   7  16 丙子 999 C114 1234 甲午 甲午   5  21 己未 999
C035 1137 丁巳  22  12 庚午 487 C115 1234 甲午 甲午   6  30 272
C036 1139 己未 己未   2  13 甲子 484 C116 1237 丁酉 丁酉   3  30 285
C037 1139 己未 己未   3   5 乙酉 484 C117 1240 庚子 庚子  24 296
C038 1139 己未 己未   3   6 甲申 999 C118 1241 辛丑 辛丑  11   6 庚寅 999
C039 1139 己未 己未   5  17 丙申 483 C119 1249 己酉 己酉   6  11 戊午 292
C040 1139 己未 己未   7  19 丁酉 483 C120 1254 甲寅 甲寅   5   1 壬申 289
C041 1141 辛酉 辛酉   2   1 庚午 479 C121 1254 甲寅  18 265
C042 1143 癸亥  皇統 3 J 癸亥   5   1 丁巳 477 C122 1257 丁巳  16 288
C043 1144 甲子 甲子   3  10 辛酉 475 C123 1257 丁巳  16   2 丁亥 999
C044 1144 甲子 甲子   8  18 丁酉 475 C124 1265 乙丑 乙丑  10  21 丙戌 040
C045 1145 乙丑 乙丑   1  30 468 C125 1278 戊寅  至元 15 Y   9  26 丁未 999
C046 1146 丙寅  皇統 6 J 丙寅   1  28 戊戌 465 C126 1287 丁亥 丁亥   1   7 戊辰 999
C047 1146 丙寅  皇統 6 J   9  12 己卯 471 C127 1287 丁亥 丁亥   2   9 庚子 999
C048 1146 丙寅  皇統 6 J  10  18 甲寅 472 C128 1287 丁亥  至元 24 Y 丁亥  14  23 甲申 281,
C049 1146 丙寅  皇統 6 J  11  24 庚寅 471 666,
C050 1146 丙寅  丙寅  12  20 乙卯 999 684
C051 1149 己巳  皇統 9 J   5  10 辛卯 459 C129 1289 己丑  己丑   7    8 乙酉 655
C052 1149 己巳  皇統 9 J 己巳   8  21 庚午 458 C130 1290 庚寅 庚寅   3  23 丙寅 999
C053 1149 己巳   9   3 壬午 999 C131 1291 辛卯 辛卯   8   8 壬申 999
C054 1149 己巳  皇統 9 J  10  13 辛酉 463 C132 1300 庚子  大德 4 Y   8  16 戊午 999
C055 1150 庚午  皇統 10 J 庚午   4  17 癸亥 702 C133 1301 辛丑  大德 5 Y 辛丑   4   2 辛未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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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nderlines indicate the cases showing the difference in the SD compared with the work of Ahn et al. (2009), 2YR: year, 3SY: 
sexagenary cycle assigned to year, 4R&C: reign style and calendar era, 5DY: dynasty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6M: month (refer 
to the text), 7D: day, 8SD: sexagenary cycle assigned to day.

는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역일 관련 기록들을 정리

한 것이다. 
   Table 2에서 첫 번째 열(No)은 순번으로 Ahn et 
al.(2009)의 결과와 일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순번에 밑

줄을 그어 표현하였다. 두 번째 열(YR)과 세 번째 열

(SY)은 Lee(2003)의 『동양연표』를 참조하여 연도와 그 

해 세차를 나타낸다. 네 번째 열(R&C)과 다섯 번째 열

(DY)은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와 기년 그리고 그 연호를 

사용한 중국의 왕조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섯 번째 열

(SY)은 금석문에 기록된 세차를 적었고, 세차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었다. 연도의 동정은 기

본적으로 연호를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연호가 없거나

(예로, 순번 C008), 또는 연호와 세차 둘 다 없는 경우

(예로, 순번 C011) 그 금석문의 판독자가 금석문의 내용

을 토대로 동정한 연도를 사용하였다. 일곱 번째(M), 여

덟 번째(D), 아홉 번째(SD) 열들은 각각 금석문에 기록

된 월, 일, 그리고 일진을 나타내었다. 특히 월에서 12월

보다 큰 경우는 그 월에서 12를 뺀 달의 윤달(예로, 순

번 C035의 22월은 22-12=10, 즉 윤 10월)을, 일진에서 

‘O’ 표시(예로, 순번 C095)는 판독이 불가능한 것을 의

미한다. 마지막 열(Ref)은 역일 관련 기록이 나타난 금

석문의 명칭으로 Lee et al.(2013)의 부록에 수록된 금석

문 명칭의 번호로 표기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hang(2012)의 고려시대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1300년 

이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윤달과 큰 달(대진)의 기

록은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금석문에서 날짜만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사』 「세기(世家)」에 해당 기

록이 있는 경우(대부분 별세일의 일진) 등도 조사하여 

수록하고 하는데, 비고(Ref)란에 ‘999’로 표기2한 것은 

Chang(2012)의 연구결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금석문

에는 어떤 달의 초하루 일진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그 

달의 임의의 일자 일진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예로 순

번 C002; 6월 정미 삭 5일 신해), 이 경우 후자의 기록

(즉 6월 5일 신해)은 Table 2에서 제외하였다. 
  총 159개의 역일 관련 기록 중 윤달 관련 기록은 15
번의 16개, 달의 대 소 관련 기록은 10개, 그리고 날짜

와 일진이 기록된 경우는 133개이다. 또한 윤달 관련 기

록 중 날짜와 일진이 포함된 경우가 3개(순번 C035, 
C123, C128)이고, 달의 대 소 관련 기록 중 일진이 포함

된 경우가 2개(순번 C058, C090)이다. 다음 세부절에서

는 각 관련 기록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2 이들 중 순번 C028과 C029의 출처인 <민수묘지명(閔脩墓誌銘)>은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는 조선시대로 분류되어 있다(검
색일: 2015.09.01.).

C056 1150 庚午  天德 2 J 庚午   7   9 癸未 400 C134 1302 壬寅  大德 Y 壬寅   8   1 壬戌 999
C057 1150 庚午  皇統 10 J   7  17 乙酉 702 C135 1303 癸卯  大德 7 Y  17 081
C058 1151 辛未  天德 J 辛未  10  30 丙申 452 C136 1303 癸卯  大德 7 Y 癸卯  10   28 壬子 999
C059 1152 壬申  天德 4 J   8   1 癸亥 064 C137 1305 乙巳  大德 9 Y 乙巳   2  10 丙戌 273
C060 1152 壬申  天德 4 J  11  12 壬寅 445 C138 1305 乙巳  大德 9 Y 乙巳   2  30 272
C061 1153 癸酉  天德 5 J   4   8 丁卯 444 C139 1305 乙巳  大德 9 Y 乙巳  12  17 己丑 999
C062 1153 癸酉  天德 5 J   5  14 壬寅 444 C140 1308 戊申  戊申   4  25 癸丑 999
C063 1154 甲戌  貞元 2 J 甲戌   5  14 丙寅 442 C141 1314 甲寅  延祐 1 Y  15 081
C064 1154 甲戌  貞元 2 J 甲戌   7  16 丁卯 441 C142 1316 丙辰  延祐 3 Y 丙辰   3   2 甲辰 694
C065 1154 甲戌  貞元 2 J 甲戌   8   3 甲申 441 C143 1316 丙辰  延祐 3 Y 丙辰  12  18 己未 694
C066 1157 丁丑 丁丑   8   1 甲午 426 C144 1320 庚申  延祐 7 Y   3  30 083
C067 1158 戊寅  正豊 3 戊寅   2  11 壬寅 087 C145 1324 甲子  泰定 1 Y 甲子   5   5 己丑 692
C068 1158 戊寅   2  23 甲寅 426 C146 1324 甲子  泰定 1 Y 甲子   6   6 庚申 692
C069 1158 戊寅  正豊 3 J 戊寅  11   7 癸亥 428 C147 1327 丁卯  泰定 4 Y 丁卯   7   1 丁酉 690
C070 1159 己卯  正豊 4 J 己卯   3   2 丁巳 423 C148 1330 庚午  至順 1 Y 庚午  19 252
C071 1160 庚辰 庚辰   3  11 己卯 597 C149 1330 庚午  至順 Y 庚午  10   6 癸丑 103
C072 1160 庚辰  正豊 5 J   7  13 己丑 999 C150 1330 庚午  至順 Y 庚午  11   8 甲申 103
C073 1160 庚辰  正豊 5 J   8  19 丙申 421 C151 1332 壬申  至順 3 Y   3  28 丁酉 688
C074 1161 辛巳  正豊 6 J   4  10 壬子 418 C152 1336 丙子 丙子   2  25 壬寅 637
C075 1162 壬午  正豊 7 J  14   3 414 C153 1340 庚辰  至元 6 Y 庚辰   1  10 癸亥 683
C076 1162 壬午  正豊 7 J 壬午   5  10 丙午 412 C154 1340 庚辰  至元 6 Y 庚辰   4   8 庚寅 683
C077 1162 壬午 壬午   8  28 壬辰 999 C155 1340 庚辰  至元 6 Y 庚辰   6  10 壬辰 680
C078 1163 癸未 癸未   8  14 壬申 408 C156 1340 庚辰   6  29 辛亥 678
C079 1167 丁亥 丁亥  19 155 C157 1352 壬辰  至正 12 Y 壬辰  15 229
C080 1168 戊子 戊子  12  16 癸卯 999 C158 1365 乙巳 乙巳  22 669
C081 1171 辛卯 辛卯   7  20 壬辰 999 C159 1379 己未  17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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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lunar leap month between 

the works of Ahn et al. (2009) and Hong (2004)

Ahn et al.(2009) Hong(2004)
Year Goryeo China Japan China(Dynasty1)
 985  Sep.  Sep.   Aug.  Sep.(S) Aug.(L)
1067  Jan.  Jan.   Jan.  Mar.(S) Mar.(L)
1129  Aug.  Sep.   Jul.  Aug.(S) Aug.(J)
1270  Nov.  Oct.   Sep.  Oct.(S) Nov.(Y)

1For the abbreviation of Chinese dynasties,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3.1. 윤달 관련 기록

Ahn et al.(2009)의 『고려시대 연력표』에 의하면 917년

에서 1392년까지 475년 기간 동안 총 176회의 윤년이 

있으며, 고려시대 금석문에서 나타난 15번(1137, 1162, 
1167, 1186, 1216, 1240, 1254, 1257, 1287, 1303, 1314, 
1330, 1352, 1365, 1379년)의 윤년 기록과 모두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40년 윤 12월(순번 C117)의 경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그해 12월과 다음해 

4월의 기록만 있고, 또한 그 기록들에는 음력초하루 일

진도 없기 때문에 윤달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금석문의 1240년 윤 12월의 기록은 고려시대 역일 

동정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hn et al.(2009)의 연력표에는 당시 중국과 일본

의 윤달과 매 달 음력초하루의 일진도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 어느 왕조의 자료를 의미하는지가 분명하

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 Chang(2012)은 10 ~ 13세

기 동아시아 삼국의 윤달 비교에서는 중국을 중원, 북방

으로 세분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의 윤달은 

985, 1067, 1270년을 제외하고는 985년부터 1278년까지

는 중원의 송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refer to Table 1 
of Chang(2012)). 반면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

렵에는 송의 연호가 요나 금의 연호와 혼용되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역일은 당시 연호를 사용한 왕

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은 것(특히 송과 요 시대의 

경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270년을 제외하고 1126년

부터 1278년까지는 북방(금, 원)의 윤달은 송의 윤달과

도 일치한다. 
  먼저 985년의 경우 Ahn et al.(2009)은 그해 윤달을 9
월로 동정하고 있지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Hong(2004)에 의하면 그

해 송의 윤달은 9월이었지만 요는 8월이었다. 또한 Ahn 
et al.(2009)에 의하면 1067년의 경우 고려, 중국, 일본은 

모두 윤 1월, 1270년의 경우 일본, 중국, 고려는 각각 윤 

9, 10, 11월로 동정하고 있지만, Hong(2004)에 의하면 

1067년은 송, 요, 서하(西夏)는 윤 3월이고, 1270년은 송

은 윤 10월이지만 원은 윤 11월이다. 마지막으로 Ahn et 
al.(2009)은 1126년의 경우 고려와 중국은 각각 윤 8월과 

9월로 동정하고 있지만, Hong(2004)에 의하면 중국의 경

우 송, 서하, 금 모두 윤 8월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Ahn et al.(2009)과 Hong(2004)의 연구에서 윤달의 차이

를 보이는 경우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3.2. 달의 대 소 관련 기록

달의 대 소 관련 기록은 총 10개(순번 C001, C015, 
C045, C058, C090, C101, C115, C116, C138, C144)로 가

장 오래된 기록은 940년 7월이고, 가장 최근의 기록은 

1320년 3월이다. 이들 중 1151년 10월(순번 C058)과 

1185년 1월(순번 C090)의 기록은 그달 30일의 일진도 

기록되어 있다. 달의 대 소 관련 기록들은 윤달 관련 기

록과 마찬가지로 모두 Ahn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일

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145, 1151, 1185, 1200, 1234, 
1305, 1320년의 경우 금석문에 30일이 나타난 달 뿐만 

아니라 전 후 달의 음력초하루 일진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없기 때문에 그 달이 큰달

인지 작은 달인지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940년의 경우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일진

의 기록이 없이 3월, 7월, 12월의 세 달의 기록만 있고, 
1237년의 경우 봄, 8월, 10월 세 달의 기록만이 있어 

940년 7월과 1237년 3월의 대 소뿐만 아니라 이들 해에 

해당하는 매 달의 대 소를 확정하기에는 사서의 기록만

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3. 날짜와 일진 관련 기록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석문에 기록된 날짜와 일진 

관련 기록들 중에는 일부 오류(Table 2에서 순번에 밑줄 

친 기록)들이 있지만 대체로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음양

력 대조표와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석문 자료의 

오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순번 C014, C057, C143: <유방헌(柳邦憲) 묘지명>에

는 신묘년(1051) 8월 6일의 일진이 갑진(甲辰)으로 기

록되어 있으나(순번 C014), 6일은 갑신(甲申)이며, 26
일이 갑진이다. 또한 <김경보(金景輔) 묘지명>에는 황

통 10년(1150) 7월 17일의 일진이 을유(乙酉)로 기록

되어 있으나(순번 C057), 17일은 신묘(辛卯)이며, 11일

이 을유이다. 반면 같은 해 4월 17일 계해(癸亥)의 기

록(순번 C055)은 알려진 일진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박전지처최씨(朴全之妻崔氏) 묘지명>의 

경우(연우 3년 병진년, 1316) 지월(至月) 18일의 일진

이 기미(己未)로 기록 되어 있으나(순번 C143), 그해 

지월(동짓달 즉 음력 11월) 18일의 일진은 정사(丁巳)
이며, 20일이 기미일이다. 아울러 순번 C05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해 3월 2일 갑진(甲辰)이라는 기록은

(순번 C142, Table 2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또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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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자) 알려진 일진과 일치한다.

2) 순번 C008, C071, C073: <김은설(金殷設) 묘지명>에

는 신라 경순왕 김부(金傅)의 넷째 아들인 은설이 무

진년 3월 4일 기축(己丑)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는데(순번 C008),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

서는 무진년을 968년으로 동정하고 있다. 그러나 3월 

4일의 일진은 정해(丁亥)이고, 6일이 기축일이다. 한국

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설명문에 의하면 현재에

는 실물이나 탁본은 없고 묘지명은 『경주김씨족보』

에만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전기처고씨(田
起妻高氏) 묘지명>의 “庚辰年三月十一日婦年六十二己
卯在任物化葬焚”라는 기록(순번 C071)에 대해 한국금

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는 “경진년(1160) 3월 11일 

기묘(己卯)에 나이 62세로 임소(任所)에서 돌아가시

니”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3월에는 기묘일이 없다3. 
또한 <석수민(石受珉) 묘지명>에는 정풍 5년(1160) 8
월 19일 병신(丙申)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8월에는 병

신이라는 일진이 없다. 

3) 순번 C038, C081, C096, C118: 고려시대 금석문의 날

짜와 일진 관련 기록들 중에서 금석문에는 날짜만 기

록되어 있지만 Chang(2012)이 『고려사』「세가」의 

기록을 참조하여 일진을 동정한 자료(Table 2에서 999
로 표기한 자료; 예로 연번 C009, C010 등)에는 그도 

지적하고 있듯이 간혹 하루의 차이(순번 C081, C096)
를 보이는 경우(순번 C038은 이틀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14세기 이후의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

의 사서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자정 

전후 시각에 별세했을 때 당시 하루의 시작 시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지(鄭芝, ? ~ 1264)가 지은 『이규보뇌서4(李奎
報誄書』(순번 C118 또는 Chang(2012)의 순번 84)에 

의하면 이규보(1168 ~ 1241)는 1241년 9월 2일에 별

세하였고, 그해 11월 6일 경인(庚寅)에 장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일의 일진은 기축(己丑)이
므로 마찬가지로 하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신축년(1241) 11월에 만들어진 <이규보 묘지명>(순번 

C118)에는 별세일을 9월 2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

지만(고려사에는 단순히 9월로 기록되어 있음) 장례를 

지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후대에 

『이규보뇌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3 Chang(2012)은 “경진년(1160) 3월 11일에 부인의 나이 62세, 기묘
생(己卯生, 1099)으로 별세[物化]하였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고 보고 있다.

4 동문선116권 『이규보뇌서』참조.

4) 순번 C088, C119: <왕재녀왕씨(王梓女王氏) 묘지명>
에 대해(대정 23년 계묘년, 1183) 12월 24일 을유(乙
酉)로 판독 되어 있으나(순번 C088), 이 날의 일진은 

갑신(甲申)이며 11월 24일이 을유이다. 이는 아마도 

판독에서의 오류로 추정된다. 그리고 <월봉사금고(月
峯寺金鼓>의 기록은 기유년(1249) 6월 11일 무오(戊
午)로 판독되어 있으나, 이 날의 일진은 신해(辛亥)이
며 18일이 무오이므로 7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고려시대 기유년들 중 1129년은 6월 11일이 무

오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판독의 오류이거나 연도 

추정의 오류로 추정된다.

5) 순번 C145, C155: 이들은 각각 5월 5일 을축(乙丑), 6
월 10일 임인(壬寅)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기축(己丑)
과 임진(壬辰)을 잘못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Table 2
에서는 오류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

6) 순번 C006: <부석사원융국사비(浮石寺圓融國師碑)>에 

의하면 원융국사는 대송 건덕 2년(964) 갑자년 7월 20
일 갑오(甲午)일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ee 
Figure 1). 이는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음양력대조 자

료와 하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Ahn et al. 
(2009)에 의하면 그해 7월 20일의 일진은 계사(癸巳)
이고 21일의 일진이 갑오이다. 그러나 이 비문은 왕

명으로 쓰여 졌다는 점과 비록 송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요의 일진과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히 금석문의 오류로 보기에는 어렵다. 참고로 고려나 

송과는 달리 이 해 요의 4월, 6월, 7월의 음력초하루 

일진은 각각 병오, 병오, 을해(고려와 송의 경우 정미, 
을사, 갑술)이며, 고려와 하루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음양력 대조표와 일

치하는 금석문 기록들에 대해 살펴보면, 14개의 기록들

(순번 C012, C014, C032, C063, C073, C074, C076, C077, 
C086, C088, C105, C120, C134, C152)은 『고려사』에 

그 달의 음력초하루 일진이 있는 경우이다. 나머지 금석

문 기록들 중에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초하루 일진

을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5도 있지만, 전 후 달의 

초하루 일진 기록이 없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로 연번 C145(1324년 5월)의 경우, 『고

려사』에는 4, 5, 6월의 기록은 있지만 초하루 일진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연번 C005(946년 5월)의 경

우 『고려사』에는 1월의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금석문에 기록된 날짜와 일진 관련 기록들은 

5 예로 순번 C059의 경우, 『고려사』의 기록에는 1152년 7월과 9
월의 초하루 일진(각각 갑오와 임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기간이 58일이므로, 8월의 초하루 일진을 알 수 있다. 반면 순
번 C082의 경우,『고려사 』기록에는 1172년 1월과 3월의 초하
루 일진(각각 경오와 기사)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59일
이여서, 2월의 초하루 일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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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part of the rubbed-copy of the epigraph of the 
national master Yung Won of the Buseok temple (sourc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비록 사서의 기록보다 오류의 개연성이 커지만 당시 역

법의 날짜를 오늘날 역법의 날짜로의 변환 자료를 확인

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번 

C095와 C097은 금석문에 기록된 일진의 판독이 불완전

한 경우인데, 각각의 일진을 병신(丙申)과 경신(庚申)이
라고 하면, 현재 알려진 음양력 환산 자료와 일치한다. 
 
4.  요약 및 결론

『고려사』 등과 같이 후대에 편찬된 문헌들과는 달리 

금석문 기록은 당대에 쓰여 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

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알려진 고

려시대 역일 동정 자료를 검토하기위해 한국금석문종합

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775개의 고려시

대 금석문에 나타난 연호와 역일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

였다.   
  먼저 연호와 관련하여 고려는 개국 초에 천수라는 연

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에 사용된 

금석문 기록에서도 나타나있지 않았다. 반면 독자적 연

호로 알려진 광덕과 준풍의 연호는 실제로 사용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염(立炎)이나 정풍(正豊) 
등으로 피휘하거나, 불기, 단순히 연도만을 사용한 예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918년부터 대략 963년까지는 

당, 후량, 후당, 후진, 후주 순으로 연호가 나타나고 있

었다. 이후부터는 송과 요, 송과 금의 연호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특정 왕조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명확

히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건통 3년 ····· 송나라 숭녕 2
년이기도 하다’라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략 1237년부터는 1259년을 제외하고 1368년까지는 원

의 연호를, 이후부터 1392년까지는 명의 연호를 사용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일 관련 기록들은 크게 윤달, 달의 대 소, 그리고 

날짜와 일진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윤달 

관련 기록의 경우 고려시대 금석문에서 나타난 15번의 

16개 기록은 모두 현재 알려진 음양력 대조자료와 일치

함을 보였다. 그러나 1240년의 경우 『고려사』나 『고

려사절요』 기록에는 이 해의 12월과 다음해 4월의 기

록만이 있어 금석문의 윤 12월 기록은 고려시대 역일과 

관련하여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의미 있는 자료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총 10회의 달의 대 소 관련 

기록 중에는 날짜와 일진도 함께 기록된 경우가 2회 있

었으며, 이들은 윤달 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모두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역일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으로(윤달 관련 기록 3개와 달의 대 소 관련 기록 2개를 

포함한) 138개의 날짜와 일진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현

재 알려진 고려시대 역일과 일치를 보였다. 시대별 특징

으로는 불일치를 보이는 총 13개의 기록 중 6개는 송과 

금의 연호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기간에 해당하며, 반면 

1316년 1개의 기록을 제외하고 수시력이 고려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1281년 이후에는 모두 일치함을 

보였다. 불일치를 보이는 기록들은 대체로 금석문에서의 

오류로 판단되며, 이는 금석문이 국가가 아닌 개인적 차

원에서 또한 당시의 세대가 아닌 후세에 의해 제작되었

기(특히 묘지명의 경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것처럼 946년 7월 20일의 일진이 갑오(甲午)
라는 기록은 왕명으로 제작된 금석문의 자료라는 점과 

당시 요의 일진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제 3의 역사 자료

들을 통한 고려시대 역일 검증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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