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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 천문학에서의 이천의 업적
ACHIEVEMENT OF LEE CHEON IN ASTRONOMY DURING KING SEJONG’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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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life of Lee Cheon (1376-1451) who was closely connected with astronom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Lee Cheon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outstanding 
scientists of King Sejong’s period. However, hi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astronomy during 
the period have not been enlightened. Ba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on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Lee 
Cheon, mainly referring to the Joseonwangjo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e address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Lee Cheon was a distinguished administrator who filled various government posts. 
Second, he was a supervising engineer in public works and metal smelting during his position in military. 
Third, he was a scientific technician and manufactured precision equipment such as the metal movable 
type sets. By virtue of these aspects, Lee Cheon was taken into confidence by King Sejong on the 
Ganui-dae project (i.e., manufacture various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construct their platform in order 
to make a calendar suitable for Joseon). During the period of this project, Lee Cheon not only supervised 
the construction of the Ganui (simplified armillary sphere) and Ganui-dae (platform for astronomical 
instruments) but als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astronomical instruments such as Gyupyo 
(Gnomon) and Honcheonui (Armillary Sphere). In conclusion, we regard Lee Cheon as one of the 
astronomers who led a great advance in astronomy during King Sejong’s era.

Key words: astronomical instrument, Ganui, Ganui-dae (Ganui’s platform), King Sejong, metal movable 
type.  

1. 서론

조선 전기의 천문학에 발전에 있어서, 이천(李蕆, 
1376-1451)은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어 왔다(Kim et al., 
2005). 이천의 다양한 업적은 총 172건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그는 무관으로 병장기를 

제작하고 병선을 개조하며, 무쇠 대포를 개발하였고, 여

진을 정벌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속활자와 천문관측기

기를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 공적을 쌓았다(Kim, 
2005; Park, 2011). 
   한편 ‘이천’으로 명명된 소행성이 있다1. 소행성에 

‘이천’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당시 이천을 조명하고자 

했던 시대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3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한국의 과학기술자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선정해오고 있으며2, 첫 선정된 14인 중

1 2000년 12월 25일 전영범과 이병철은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

대에서 소행성 2000 XQ44를 처음 발견하였다. 이 소행성은 지구 

공전궤도면에서 약 10°.5 기울여져 태양을 공전하며 약 5.51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소행성의 발견자의 노력에 의해,  2004년 국

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소행성센터

(Minor Planet Center, MPC)는 2000 XQ44를 ‘(63156) Yicheon’으로 

명명하였다. 

2 2017년 현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사업은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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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천이 포함되어 있다(Nam, 2017). 2004년에 한국과

학사학회는 이천을 포함한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12명

의 인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있었다(Kim et al., 
2005). 
   지금까지 이천에 관한 연구는 그의 업적을 분류하고 

나열하는데 그쳤다(Chon, 1985; Kim, 2005). 당시 세종

은 조선의 천문역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Lee, 
2007), 천문관측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천이 중용되고, 어떻게 

과학적 업적을 쌓아갔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지 

않았다. 무관에서 과학자까지 이천에 대한 수식어는 기

존의 단순한 나열만으로 서로의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천이 천문학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천의 생애

를 정리하고, 그가 간의대 사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업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천이 금속의 제련과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기술하

였다. 2장에서는 이천의 생애와 활동을 기술하였고, 3장

에서는 간의대에서 보였던 그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토

목공사나 금속 제작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4장에서 

이천이 개발한 금속활자가 천문 서적에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며 이천의 천

문학적 공헌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이천의 생애

2.1. 가계

이천(李蕆, 1376-1451)의 아명(兒名)은 길(佶), 자(字)는 

자현(子見), 호(號)는 백곡(柏谷) 또는 불곡(佛谷)이다

(Chon 1985). 그는 고려 우왕 2년(1376)에 이송(李竦)과 

염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조선 문종 1년(1451)에 76세 

나이로 죽었다. 이천의 증조는 이익(李翊)으로 예안(禮
安) 이씨(李氏)의 시조이다4. 그의 아버지 이송(李竦)은 

정 3품에 해당하는 군부판서(軍府判書), 전법판서(典法
判書)를 지냈다(Chon 1985). 어머니(1353-1449)5는 영문

하부사(領門下府事) 염제신(廉悌臣, 1304-1382)의 3남 5
녀 중 막내딸로, 염흥방(廉興邦, ?-1388)의 누이동생이었

다(Kim, 2005). 
    이천은 13세 때 멸문의 위기를 겪는다. 1388년(우
왕 14년)에 최영과 이성계는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 

3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4월 15일 갑술 3번째기사. 

4 예안은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이다. 고구려 때에 매곡현

(買谷縣), 신라 때 선곡현(善谷縣)으로 불리다가, 고려 태조 때 예

안군(禮安郡)으로 승격되었다. 이 곳 출신인 이익은 고려조에 보

문각제학(寶文閣提學)을 지냈고 예안군(禮安君)에 봉해졌다. 

5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12월 25일 을해 2번째 기사; 세종

실록 125권, 세종 31년(1449) 7월 26일 갑진 1번째 기사. 

  

영삼사(領三司) 임견미(林堅味), 좌사(左使) 염흥방(廉興
邦), 찬성사(贊成事) 도길부(都吉敷) 등을 숙청하였다6. 
이 때 이들 4인의 삼족이 참살을 당하였는데, 그들의 

처와 노비, 16세 이상 남자아이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

다. 당시 이송도 염흥방의 처남으로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이천의 가문은 급격히 몰락한다. 염흥방의 처

와 딸들은 죽거나 관노가 되었지만, 이천과 그의 아우 

이온(李韞, ?-?, fl.1424-1442)은 살아남았다7. 또한 이천

의 어머니(35세)는 변남룡(卞南龍, ?-1401)8과 재혼하였

다9. 한편 변남룡의 아들인 변혼(卞渾, ?-1401)은 이송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고10, 변효문(卞孝文, 1396-?, 
fl.1419-1458)을 낳았다11. 그런데 변혼과 이천의 누이는 

당시 신유학(성리학) 간관(諫官) 관료에 의해 근친혼으

로 규정되어 강제로 이혼당했다12. 종합해보면 어린 시

6 태조실록 1권, 총서 77번째 기사. 

7 당시 어느 스님이 염흥방 집안의 남자아이를 딱하게 여겨 암자 구

멍에 숨겨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이천과 그의 

아우 이온(李韞)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Kim, 2005).

8 의붓아버지 변남룡은 개성윤(開城尹)과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등

을 지냈으며, 하륜(河崙, 1347-1416)의 외친이며,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의 처형(妻兄)이었다(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2월 

9일 무술 2번째 기사 참고). 

9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1395) 12월 11일 경자 1번째 기사. 

10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1395) 12월 11일 경자 1번째 기사.

11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1419) 11월 6일 병오 1번째 기사. 변효문

은 세종 1년(1419)에 적어도 24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
(李翊)

이승
(李昇)

염제신
(廉悌臣)

이송
(李竦)

初婚 모 
(염씨)

再婚 변남룡
(卞南龍)

염흥방
(廉興邦)

이천
(李蕆)

이온
(李韞)

누이
(이씨)

변혼
(卞渾)

이효로
(李孝老)

이충로
(李忠老)

변효문
(卞孝文)

이중석
(李仲石) 

Figure 1.  Family tree of Lee Cheon (李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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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이천은 아버지의 숙청으로 가문에 위기가 닥쳤지만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인 신분을 유지하며 재혼가정의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림 1에는 이천의 가계도를 나

타내었다. 
   이천은 태조 2년(1393) 18세에 별장(別將)으로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13, 동생 이온은 태조 1년에 문

과에 급제하였다(Chon 1985). 그러나 태종 1년(1401)에 

이천은 의붓아버지가 숙청당하는 불행을 겪는다. 변남

룡과 변혼이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 1346-1417)
와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佑, 1354-1417)14를 무고

한 죄로 참수당해 시장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변남룡의 가산이 몰수당했고15, 당시 26세였던 이천

은 그의 어머니의 생계도 책임지게 된다16. 
   이천은 태종 2년(1402)에 무과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무관으로 임관하게 된다17. 태종 10년(1410)에 35세인 

이천은 무과중시(武科重試)18에 합격하여 고속승진의 계

기를 마련하였다19. 한편 이온은 세종 6년(1424)에 호군

(護軍)20(정4품), 세종 17년(1435)에 선공감정(繕工監正)21

(정3품), 세종 19년(1437)에 상호군(上護軍)22(정3품하), 
세종 24년(1442)에 전의판사(典醫判事)23(정3품하) 등을 

역임하였는데 이는 이천의 출세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이천의 어머니는 97세까지 장수하였는데, 그녀는 이천, 

12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1395) 12월 11일 경자 1번째 기사.

13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1451) 11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여기서 

별장(別將)은 조선시대 지방 군영에 배치되거나 산성(山城)·도진

(渡津)·포구(浦口)·보루(堡壘)·소도(小島) 등의 수비를 맡았던 종9
품 무관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배다른 형인 완풍대군(完豊大君) 이원계 

(李元桂, 1330-1388)의 첫째와 둘째아들이 이양우와 이천우이다. 
이천우는 이성계를 도와 왜구 토벌에 출정하여 공을 세웠고, 제1
차 왕자의 난 (1398) 때 이방원을 도와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일파의 숙청에 가담하였고, 제2차 왕자의 난(1400) 때도 이방원을 

도왔다. 그러나 이양우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와 이방간을 

도왔으나, 이방간의 난(1400) 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후 이

방간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 

15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2월 9일 무술 2번째 기사;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5월 13일 병자 2번째 기사.

16 당시 이천은 누이와 6세 남짓인 변효문(외조카)도 돌보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17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1451) 11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18 중시(重試)는 10년에 한번 정3품 하계 이하의 문·무관에게 주어지

는 특별한 과거시험제도이다. 중시는 그 때마다 규정을 정하고 

합격하면 최대 4계(2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19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1451) 11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20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2월 26일 임신 3번째 기사

21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1435) 9월 25일 계사 5번째 기사.

22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1437) 10월 30일 병술 1번째 기사.

23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1442) 2월 10일 신축 2번째 기사.

이온은 물론 손자인 변효문의 출세도 지켜볼 수 있었

다24.
   이천이 76세까지 장수하는 동안 그의 아들 이효로

(李孝老)와 이충로(李忠老)는 모두 먼저 죽었다. 세종 

19년(1437)에 이효로(李孝老)가 호군(護軍)으로 복직되는 

일이 있는데25, 이는 이천의 후광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천, 이온(李韞), 변효문, 모두 ‘행실이 탐욕

스럽고 더러웠다’고 하는 당시 역사가의 혹독한 비평을 

피해갈 수 없었다26. 

2.2. 관직

이천은 태조 때 발탁되어 태종 때 무과 과시를 급제하

였고 태종의 치세기간에는 종2품 당상관까지 오른다. 
재혼가정의 환경 속에서, 이천이 약관의 18세(1393)로 

별장의 관직에 오른 것은 변남룡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27 그리고 태종의 재임기간인 27세

(1402)에 무과 초시에 합격하고 8년 뒤인 35세(1410)에 

무과중시에 합격하였다. 결국 태종 15년(1415)에 이천은 

정3품 당하관인 군기감정(軍器監正)으로 승진한다.28 이

천의 직계 조상들이 오른 최고의 관직이 정3품 당하관

이었는데,29 이천은 40세에 이 품계에 올랐던 것이다. 
세종 즉위년(1418) 43세에 이천은 종2품인 공조참판(工
曹參判)을 제수 받는다.30 
  태종 말기에 이천은 군기나 금속을 다루는 분야에 두

각을 나타낸다. 군기감정 당시에는 평안도‧함길도의 군

기(軍器)·의갑(衣甲)의 재물을 조사하고 변경에서 도성

까지의 군사지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공조참

판 시절에는 제기(祭器) 주조(鑄造)를 감독하여 성공적

으로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의 졸기에 따르면, ‘천성이 

정교하여 화포·종경(鍾磬)31·규표·간의·혼의·주자(鑄字)와 

24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12월 25일 을해 2번째 기사; 세종

실록 119권, 세종 30년(1448) 1월 14일 신축 1번째 기사.

25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1437) 7월 27일 을묘 4번째 기사. 

26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1451) 11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세종실

록 69권, 세종 17년(1435) 9월 25일 계사 5번째 기사;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1429) 10월 3일 병자 2번째 기사;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1458) 8월 26일 신사 5번째 기사.

27 한편 이온도 18세보다 더 어린 나이인 1393년에 문과에 급제한 것

으로 보아 변남룡이 의붓 자식들을 하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28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1415) 8월 28일 임진 1번째 기사.

29 아버지 이송(李竦)은 정3품 당하관인 군부판서(軍府判書), 전법판

서(典法判書)를 지내다(Park, 2011) 처형당했고, 동생 이온은 같은 

품계인 선공감 정(繕工監正),  상호군(上護軍), 전의 판사(典醫判

事)를 지냈다.

30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1418) 10월 13일 기축 3번째 기사.

31 종경은 편종(編鍾)과 편경(編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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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따위를 모두 그가 감독하고 관장하였다’고 하는

데32, 정교한 기물 제작의 명성은 40세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6세 때까지 이천은 종2품으로 왜구와의 전투에 참

전하고 다양한 토목공사 및 사신 활동 등을 하였다. 왕

실 친위부대인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33에서 여러 

총제(摠制)의 자리34를 두루 거쳤고, 공조참판35이나 병조

참판36을 지내면서 전투에 종군하거나 금속 가공물을 제

작하고 토목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는 세종의 역점사업인 

간의대 사업(1432-1438)에 깊이 참여하였고, 이러한 공로

로 세종 17년 12월에 정2품 하계 자헌대부로 승진하게 

된다37.
   이천은 건주위 여진(建州衛女眞)(이후 ‘여진’ 또는 

‘야인’으로만 표기함) 토벌의 공적으로 1년도 못되어 다

시 한 품계를 승진한다. 세종 18년(1436) 이천은 61세로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부임하는데38 그해 

9월 여진족(야인)을 토벌한 공로로39 정2품 상계인 정헌

대부로 승진하여 호조판서로서 평안도 도절제사를 겸하

게 된다.40 그러나 이천에 의한 2차 여진족 정벌의 전과

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2차 정벌 뒤 2년 9개월 후인 세종 22년(1440) 4월에 

평안도 국경은 이만주에 의해 역으로 국경을 침략 당했

다. 이만주의 역공 시기는 이천이 평안도 도절제사가 

된 지 약 51개월(약 1500일) 째이었다. 통상 6품 이상 

관원이 900일이 되면 관직을 옮기는 것이 규정인데

(Yun, 2005), 이에 비해 이천은 오랫동안 국경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만주의 침입으로 평

안도 도절제사 이하 국경을 담당한 모든 무관이 논죄를 

받는다. 그러나 이천은 태형(笞刑)도 없이 직첩(職牒)만 

빼앗긴다. 태종 5년(1405) 이래로 새롭게 규정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신분상 특권인 문음(門蔭)41과 추

32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1451) 11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33 후에 오위도총부로 변경됨.

34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1422) 12월 13일 병신 1번째 기사; 세종

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0월 25일 경인 3번째 기사 등 다수의 

기록.

35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1420) 7월 10일 병자 3번째 기사; 세종실

록 18권, 세종 4년(1422) 10월 29일 계축 2번째 기사 등 다수의 

기록. 

36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2월 4일 기사 3번째 기사; 세종실

록 33권, 세종 8년(1426) 8월 8일 기사 1번째 기사 등 다수의 기

록.

37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1435) 12월 3일 경자 1번째 기사.

38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1436) 6월 24일 기미 1번째 기사.

39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1437) 9월 22일 기유 1번째 기사.

40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1437) 9월 25일 임자 4번째 기사.

증(追贈)42이, 사법상 특권인 서죄(恕罪)43가 있었기 때

문이다(Choi, 2013). 이천은 파직된 후 1여년 뒤에 복권

된다44. 
   문종이 즉위한 후 이천은 종1품 판중추원사로 승진

한다. 문종 원년(1450) 7월, 그의 나이 75세 때이다. 문

종이 이천을 총애한 것은 간의대 사업을 이천과 함께하

였고, 세종과 소헌왕후(昭憲王后, 세종 비), 현덕왕후(玄
德王后, 문종 비)의 국장(國葬) 때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제조(提調)45를 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46. 8월 19일에 

이천은 궤장(几杖)47을 하사받는다. 이천은 어머니 염씨

가 죽은 지 2년 뒤인 1451년 11월에 76세로 죽었다. 

2.3. 공적

이천의 공적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조망할 수 있다.
   첫째는 무공에 관련된 것으로 이천의 승진에 큰 영

향을 주었다. 태종과 세종 당시에는 동아시아에 크고 

작은 국제적인 무력 분쟁이 있었다. 세종 초기에는 왜

구 토벌과 대마도 정벌이 있었고, 세종 중기 이후에는 

파저강48의 여진족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세종 1년

(1419)에 이천은 우군 첨절제사(右軍僉節制使)로 대마도 

1차 정벌에 종군하였고, 곧이어 우군 절제사(右軍節制
使)로 2차 정벌에 참전하였다. 또한 세종 19년(1437)에 

이천은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가 되어 건주

위 여진(建州衛女眞)의 족장이었던 이만주(李滿住, 
?-1467)를 토벌하는 총지휘관으로 참전하였다. 

41 문음(門蔭)은 2품 이상의 고관에게 그 자식 1인에게 과거시험 없

이 하급관직을 주는 제도이다. 공음(功蔭). 승음(承蔭). 음서(蔭敍)
라고도 한다. 

42 추증(追贈)은 2품 이상의 고관이 죽으면 그의 최종 관품에 따라 

부, 조부 및 부인에게 관품을 추서(追敍)하는 제도이다. 

43 서죄(恕罪)는 2품 이상의 고관의 경우에 임금이 취조의 허락해야

만 벌을 따질 수 있는 제도이다. 계문치죄(啓聞治罪)라고도 한다.

44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1440) 5월 1일 임인 7번째 기사; 세종실

록 90권, 세종 22년(1440) 7월 22일 임술 3번째 기사;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2월 5일 임신 1번째 기사.

45 조선시대에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단발성의 업무가 발생하면,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특수목적으로 공무를 진행하였

다. 대부분의 도감에는 1품의 도제조(都提調)와 2~3품의 제조(提
調)를 임명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46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1449) 7월 26일 갑진 1번째 기사; 문종

실록 2권, 문종 즉위년(1450) 7월 6일 무신 1번째 기사.

47 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1450) 8월 19일 경인 6번째 기사. 궤장

은 70세 이상이 된 2품 이상의 대신(大臣)들에게 내려 주던 안석

[几]과 검은 지팡이[烏杖]이다.

48 고구려 국내성 지역을 굽이치며 흐르는 파저강은 혼강이라고도 하

는데, 그 끝이 압록강 중류에서 합류된다. 세종 중기에 파저강과 

압록강이 만나는 지역에 근거지를 둔 여진족과 영토 분쟁이 일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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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은 이천으로 하여금 이만주를 처단함으로써 야

인과 접한 북방의 국경을 고착하려고 하였다(Park, 
2009). 세종은 1432년에 이만주가 조선을 배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여진을 정벌하기 시작하였다(Park, 2007). 
최윤덕(崔潤德)의 1차 여진 정벌(1433)과 이천의 2차 정

벌(1437)은 각각 건주위 여진의 응징하는 것과 이만주

의 제거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1
차 정벌은 성공적인 전과를 올렸지만, 2차는 실패한 작

전으로 평가하고 있다(Park, 2009)49. 여진 정벌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 인해, 이천은 간의대 사업 도중에 평안

도 도절제사로 차출 당했고, 그들을 토벌한 전과로 승

진하게 되었다. 2차 정벌 뒤 2년 9개월 후, 이천의 패전

으로 인해, 세종은 대 여진 강경책을 거두었다. 세종 22
년(1440) 이천이 삭탈관직 당한 뒤 황보인(皇甫仁)의 주

장에 의해 행성축조가 시작되었고, 11년간 국경지대에 

140여 km 행성을 구축하였다. 세종의 사군육진 개척은 

필연적으로 대 여진 강경책으로 이어졌다. 이 영토 확

장 정책은 2차례의 여진족 토벌, 9차례의 국경지역 민

간인 이주, 140여 km의 행성(行城)50 구축을 주요 골자

로 하여 마무리되었다. 한편 30년 뒤인 세조 13년(1467) 
10월에, 남이(南怡)51가 이만주를 주살(誅殺)하였다(Park, 
2007)52. 
   둘째 이천의 공적은 세종 당시 왕실의 장례에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그는 국장(國葬都監) 도

감이나 산릉(山陵都監) 도감의 제조(提調)를 맡았다. 특

히 세종 4년(1422) 태종의 국장 당시에 사륜차(四輪車)
를 만들었고53, 세종 26년(1444)에 세종의 장례용품[壽
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54. 이천은 원경왕후(元敬王后, 
태종 비)의 국장도감 제조(1420년)55, 태종의 국장도감 

제조(1422)56가 되었고 현덕왕후의 산릉도감 제조(144
1)57, 소헌왕후의 국장도감·산릉도감 제조(1441)58, 세종

49 이러한 전과(戰果)의 차이는 토벌 전 6개월간에 있었던 전략회의

의 양적‧질적의 차이에 기인하였다고 한다(Park, 2007). 

50 여기서 행성은 성보(城堡), 구자(口子)와 연대(煙臺) 사이를 연결하

는 성벽이다. 성보(城堡)은 군사요새를, 구자(口子)는 전방 방어진

지, 연대(煙臺)는 최전방 봉화대를 말한다. 한편 평안도 도절제사

일 때 이천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도 서북면에는 의주로부터 사

군(四郡) 지역까지 7읍과 16구자가 있었다(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349) 3월 19일 정묘 4번째 기사).

51 당시 남이는 진북 장군(鎭北將軍) 강순(康純) 휘하의 우상 대장(右
廂大將)이었다.

52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1467) 10월 10일 임인 1번째 기사.

53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1422) 9월 6일 경신 1번째 기사.

54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7월 17일 갑자 2번째 기사.

55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1420) 7월 10일 병자 3번째 기사.

56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1422) 5월 10일 병인 4번째 기사.

57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1449) 7월 26일 갑진 1번째 기사.

의 산릉도감 제조(1450)59가 되어 그들의 능묘를 조성하

였다. 실제로 세종은 오례(五禮)60의 정비에 힘썼다(Kim 
2010). 세종은 상왕(上王)·왕대비(王大妃)·왕비(王妃)·세
자빈(世子嬪)의 연속적인 장례와 왜·여진의 국지전 등이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각각 흉례와 빈례·군례

의 개선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었다(Seok, 2014).
   셋째 이천은 왕실의 토목공사와 과학기술 개발에 지

대한 공헌을 하였다(Kim, 2005; Park, 2011). 이천은 무

관으로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다양한 건설사업과 각

종 금속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이천은 이 두 영역의 

실무 능력을 조화하여 간의대 사업의 적임자로 활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천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의존

하여 토목 건설과 기술 개발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당

시의 조선의 관료제도적 환경에 의해 필연적으로 습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천의 토목공

사와 금속기술의 성과를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3. 과학기술의 업적

3.1. 간의대 사업의 감독

한양에 적합한 역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 세종은 천

문관측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61 1432년부

터 1438년까지 간의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천문관측기기

를 제작하는데, 이를 ‘간의대 사업’이라고 부른다(Nam, 
2008). 이 사업에는 세종을 포함하여 적어도 13명의 관

리가 참여하였다(Mihn et al., 2016). 
   이천은 사업 초기부터 세종 18년(1436)년 6월 하순

까지, 약 4년 동안 간의대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 기간 

동안 이천은 혼의, 간의, 소간의, 규표 등을 제작하였다

(Mihn et al., 2016). 
   이천은 특이하게도 세종 15년(1433)에 간의 제조62를, 
세종 17년(1435)에 간의대 제조를63 역임하였다. 간의 제

조의 후보자는 금속물 제작 및 가공에 대한 경험이 요구

되었다. 간의는 여러 환(環)을 결합한 구조로서 구리(청
동)로 만든 약 3.7 × 2.5 × 2.2 m의 천문관측기기이기 때

문이었다(Lee, 1996). 규표는 간의만큼 대형의 관측기기였

다. 특히 동표(同表)는 약 8.28 m이고 동표에 연결된 횡

량은 약 32 kg이었다(Mihn  et al., 2012). 

58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1446) 3월 25일 임진 2번째 기사.

59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1450) 7월 6일 무신 1번째 기사, 문종

실록 2권, 문종 즉위년(1450) 7월 6일 무신 1번째 기사 .

60 오례는 각종 국가적 행사 의식으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

(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가 있다. 

61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4월 15일 갑술 3번째 기사. 

62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윤8월 26일 병자 2번째 기사.

63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6월 8일 무신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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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의대 제조의 후보자는 토목 공사를 감독하는 능

력이 필요하였는데, 그 후보자는 간의대와 그 주변의 건

축물 등을 감독해야 했기 때문이다. 간의대와 규표는 돌

로 축조하였고, 수격식 혼의-혼상은 전각(이후 ‘의상각’64

이라고 기술함)을 지어 그 안에 설치하였다(Kim et al., 
2011; Mihn et al., 2012). 간의대는 축성기술이 필요한 건

축물이다(Lee et al., 2013). 간의대는 성곽처럼 돌을 쌓아 

올리며, 그 상단에는 수평면을 제공해야 한다. 간의대는 

풍화, 배수, 지진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성이 요구된

다. 대 위에 간의를 설치하는데(Kim et al., 2011), 간의는 

설치에서 관측까지 정밀성을 필요로 하였다.
   간의대 사업 이전까지 이천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제기, 저울, 금속 활자 등의 금속 제련과 기물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성곽이나 다양한 전각 공사 등의 업

무를 수행하였다. 토목공사와 금속 가공의 경험으로 인

해, 이천이 간의 및 간의대를 영선(營繕)하는 도감(都監)
에 제조(提調)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3.2. 토목공사

간의대 사업에 합류하기 전, 이천은 도성 보수공사와 

태평관 조영 공사의 제조를 맡았다(Kim, 2005). 이미 2
품의 관직에 있던 이천은 각종 도감에서 제조로 발탁될 

수 있었다. 
   세종 당시 이천이 수행한 토목 공사의 내역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도성 보수공사는 1421 ~ 1422년간 태

상왕 태종(太宗, 1400-1418)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는데, 
무려 4명의 도제조65, 이천의 포함한 6명 이상의 제조66

가 임명되었다67. 이렇게 도제조와 제조가 많이 배정된 

이유는 도성을 동면과 서면으로 나누어 각각 공사하였

기 때문이다68. 한양으로 재천도했던 태종은 자신이 재

축성한 도성 성곽의 보수가 끝날 무렵 갑자기 병사하였

다.  
   이천은 함경도와 평안도 관문의 성벽에 대한 순찰도 

수행하였다. 세종 10 ~ 11년(1428-1429), 이천은 함길도 

64 혼의와 혼상을 수격식 구동장치로 운행하였는데, 이 기기를 설치

한 전각(殿閣)은 그 명칭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의상각(儀象閣)’이라고 칭한다. 

65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우의정 이원(李原), 평양 부원군 김승주(金
承霔), 우의정 정탁(鄭擢)이 도제조(都提調)를 맡았다.

66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 판부사(判府事) 박자청(朴子靑), 공

조 참판 이천(李蕆), 의금부 제조 전흥(田興), 병조 참판 이명덕

(李明德), 동지총제 조계생(趙啓生) 등이 제조를 맡았다.

67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1421) 10월 13일 임인 2번째 기사; 세종

실록 15권, 세종 4년(1422) 1월 14일 임신 4번째 기사;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3월 20일(1422) 정축 2번째 기사;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1422) 5월 10일 병인 4번째 기사.

68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1422)  1월 24일 임오 4번째 기사.

Date 1

(age)
Project name or 
contents Committee 

1419. 8. 10. 
(44)

building worship 
(造辦兵船)

commander (監董)
: Uo, Pak (禹博),  Pak, Cho 
(朴礎), and Lee, Cheon

1421. 10. 13.
(46)

directorate of 
repairing city wall 
(都城修築都監)

supreme commissioner (都提調)
 : Yu, Jeong-Hyeon (柳廷顯) 

and 2 others
superintendent (提調)
 : Lee, Cheon and 4 others

1422. 1. 14
(47)

directorate of 
repairing city wall 
(都城修築都監)

supreme commissioner (都提調)
 : Lee, Won (李原) and  

Jeong, Tak (鄭擢)
superintendent (提調)
 : Lee, Cheon and 2 others

1431. 5. 14.
(56)

proposal to 
improve a worship 
and its test 

suggester (上書)
 : Lee, Cheon

1432. 12. 18 directorate of 
manufacturing 
cargo ships 
(船隻堅造都監?)

superintendent (提調)
 : Lee, Cheon and Yun, 

Deun-Hong (尹得洪)

1433. 6. 2.
(58)

directorate of 
building Taepyeon- 
Gwan pavilion  
(太平館改營都監)

superintendent (提調)
 : Lee, Cheon and 2 others
 

1444. 7. 17.
(69)

preservatory of 
funerary goods for 
King Sejong
(藏壽器所)

supervisor (監董官)
 : Lee, Cheon and 4 others

1 lunisolar date in the order of year, month, and day

Table 1.  Summary of civil engineering 
works involving Lee Cheon.

경원 등지에 파견되어 성터를 살피고, 이후에 성기순심

사(城基巡審使)로서 함길도와 평안도의 성곽 기지(基地)
를 조사하였다. 이는 사군육진69 개척 이전에 있었던 조

선 국경의 군사요새를 점검한 것으로, 이천은 대형 건

축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무관(武官) 시절에 터득하였

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간의대 제조를 역임하게 된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15년(1433) 늦여름에 태평관이 개축되었는데, 
노한(盧閈), 이천(李蕆), 심도원(沈道源), 홍리(洪理)가 제

조로 활약하였다70. 
   태평관이 개축되고 2개월 뒤, 세자 문종이 간의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한다. 이 

무렵 대제학 정초(鄭招), 지중추원사 이천, 제학 정인지

(鄭麟趾), 중추원 부사 홍리(洪理) 등이 간의 제조로서 

69 사군육진이란 동북지역(함경도)의 4군과 서북지역(평안도)의 6진을 

말한다.

70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6월 2일 계미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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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교 김빈(金鑌)과 더불어 혼천의를 제작하였다. 당시 

세종은 문종과 이천에게 혼천의의 제작법을 물어보았는

데, 이를 계기로 문종이 간의대에서 정초, 이천, 정인지, 
김빈 등과 간의와 혼천의 제작법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

다. 매일 밤 간의대에서 김빈 등은 간의71로 천체를 관

측하였으며, 문종과 정초는 간의와 혼천의의 제작법을 

논의하고 이를 세종에게 보고하여 여러 사안들을 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72. 갑자기 간의대 사업에 문종이 뛰어

들게 된 사연은 당시 세종이 눈이 좋지 못해 책을 읽기

가 불편했기 때문이다73.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간의 및 의상각(儀象閣) 혼의74의 제작법은 문종이 신료

들과 함께 기획하고 세종이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

행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2년(1430) 9 ~ 10월에, 이천은 남한강 수로교

통의 요지인 양근(楊根, 오늘날 양평)의 넓은 모래톱에 

있는 바위돌을 파쇄하는 임무를 자청하여 맡는다. 당시 

가뭄이 들어 남한강 물이 줄어들어 조세[租調] 수송선

이 왕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75 석공(石工)과 군인 1
백 명을 데리고 당시 수위에 맞게 암석을 깨뜨렸다76. 
당시 사관은 ‘다른 재능은 없었는데 기교(奇巧)로 등용

되었다’77고 이천을 폄하하기도 하였으나, 수년 뒤에도 

양평의 지방관에게 명하여 이 바위를 지속적으로 파쇄

하게 하는 기록으로 보아78, 당시 이천의 ‘기교함’에서 

나온 청원과 강행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천

의 돌을 다루는 재주는 간의대 규표석(簡儀臺圭表石)을 

채취하게 하는데 활용된다(Mihn et al., 2011). 이천은 

세종 16년(1434) 청주에 선공감정(繕工監正) 서인도(徐
仁道)를 보내, 공장 34명과 선군(船軍) 2백여 명을 투입

해 규표석(圭表石)을 채취한다. 규표석은 청석(靑石)79이

라 불리는 검은 돌로, 당시 간의 제조였던 이천과 홍리

(洪理)만이 이러한 채석 작업의 공정을 주관할 수 있었

다. 

71 세종실록에 따르면 구리(청동)로 간의를 붙기 전에 먼저 목간의을 

만들어 이순지로 하여금 한양의 북극출지(위도)를 측정하게 하였

는데, 여기서 김빈이 관측한 간의도 목간의일 가능성이 있다.

72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8월 11일 신묘 4번째 기사.

73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7월 2일 정축 1번째 기사.

74 여기서 혼천의는 수격식 혼의-혼상에 사용될 혼천의로 이해할 수 

있다.

75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1430) 9월 14일 임자 2번째 기사. 

76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10월 15일 임오 3번째 기사.

77 蕆無他才能, 以奇巧見用.

78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1434) 12월 15일 무오 3번째 기사; 세종

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4월 22일 신사 2번째 기사.

79 청석은 청주가 산출지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3.3. 금속 제련과 제작

이천은 금속을 가공하여 기물을 제작하는 일도 감독하

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1418년 종2품인 공조 

참판(工曹參判)부터 철과 구리로 제작하는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하였다. 간의대 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제기

(祭器), 금속활자 등을 제작하였고, 화재 진압 때 필요

한 전각 지붕의 쇠고리 등을 만들었다(Kim, 2005). 제기

(祭器)나 금속활자에 사용되었던 구리 합금은 천문관측

기기인 간의, 소간의, 규표의 표(表)에도 필요하였다. 이

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였던 이천은 금속을 제

련하고 주조하는 기술을 일찍이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천은 국가에서 사용될 구리, 철 등의 금속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세종 11년(1429)에 구리를 

채취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초철법(炒鐵法)을 활용하여 대호군(大護軍) 백환(白環)과 

은장(銀匠) 김생(金生)으로 하여금 동 출산지를 확보하

려고 하였다. 초철법은 광물을 굽는[焙燒] 것으로(Yun 
et al., 2014), 황동석(黃銅石)은 초철법을 거쳐 동철(銅
鐵)로 제련된다(Lee, 2006). 이 초철법은 오래 전에 폐지

되어 잊어버렸다가 일본에서 새로 배워온 것이라고 하

였다. 조선은 본래 동철이 많이 나왔지만80, 그 산지와 

함께 제련 기술도 잊혀버렸던 것이다. 실제 고려전기에

는 금소(金所), 은소(銀所), 동소(銅所), 철소(鐵所) 등의 

금속 제련 및 제작을 도맡아 하는 지방호족 관할 지역

이 있었는데, 무신정권과 몽고 항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소(所) 제도가 해체되었다(Lee, 2006).
   천문관측기기는 청동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 당시

에는 주석이 ¼ ~ ⅓정도 함유되어 있는 백동(白銅)81과 

10% 미만인 적동(赤銅)에서 청동을 얻을 수 있었다. 반

면 황동은 유석(鍮石)에서 추출하였다(Lee, 2006). 백동

의 일부는 울산군(蔚山郡) 달천(達川)에서 산출되었지

만,82 대부분의 백동과 적동은 일본에서 공무역으로 얻

었던 것으로 보인다83. 한편 유석의 일종인 노감석(爐甘
石)은 황해도 봉산군, 강원도 회양 금성현에서 산출되

었다84. 종묘(宗廟)의 금속 제기(祭器)는 황동으로 제작

80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1429) 12월 23일 을미 2번째기사, 동철

은 김해(金海)·밀양(密陽)·함안(咸安)·의성(義城)·인동(仁同)·고성(固
城) 및 대구(大丘) 경내의 하빈(河濱) 등에서 산출된다고 기술하

고 있다. 

81 오늘날 백동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을 말한다.

82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1427) 6월 28일 을유 2번째 기사; 세종실

록 81권, 세종 20년(1438) 5월 9일 임진 1번째 기사;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83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1421) 8월 15일 을사 3번째 기사; 세종실

록 20권, 세종 5년(1423) 5월 19일 무술 3번째 기사 다수. 주로 

세종과 문종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백동과 적동을 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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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Kim, 2013).
   일본으로부터 백동과 적동이 유입된 이후에 이천의 

천문관측기기 개발이나 갑인자(금속활자)의 주조에 대

한 기록이 나타난다. 세종 3 ~ 5년(1421-1423)에 일본으

로부터 백동과 적동이 다량으로 수입된다. 세종실록의 

7건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전국(戰國) 여러 지방의 지주

들이 보낸 백동의 총량은 60근 이상, 적동의 총량은 

900근 이었다85. 적동의 주석비율은 세조 7년(1461) 을

해자(금속활자)의 성분비율과 일치하는데, 을해자는 세

종 16년(1434) 갑인자와 주조방식이 유사할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 Yu, 2007). 따라서 적동은 금속활자 

제작에 거의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갑인자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천문관측기기의 청동 

성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종 치세기간에는 2차례의 금속활자 주조가 있었

다. Table 2에서처럼, 이천은 갑인자(甲寅字) 주조의 감

독을 맡았고86 이전의 경자자(庚子字)도 직접 제작하

였다87. 세종 3년(1420) 겨울부터 약 2년여 후인 세종 5
년 (1422)까지는 경자자(庚子字)를 완성하였고88, 세종 

16년(1434)에는 갑인자(甲寅字)를 만들었다. 갑인자는 

경자자에 비해 큰 글자의 금속활자였다. 경자자는 태

종 3년(1403) 계미자(癸未字)를 계승하여 태종의 주자

사업을 완성한 것이라고 세종은 자평하고 있다89. 계미

자, 경자자, 갑인자는 각각 중국의 송판본(宋板本), 원판

본(元板本), 명판본(明板本)을 활자본(活字本)으로 하고 

있다(Ahn, 1987). 
   경자자가 계미자보다 활자본이 작아 경제성이 중시

되었지만, 일본과 교역을 통해 적동을 확보한 이후에는 

대형자인 갑인자를 주조할 수 있었다. 또한 경자자는 

고려 금속활자의 기술을 계승한 주물사(鑄物沙) 주조법

으로 네 다리형 활자90로 만들었고, 이 주조 방식은 경

84 세종실록 152권, 지리지 황해도 황주목 봉산군,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회양 도호부 금성현.

85 1 근(斤)은 약 642 g 이다. 

86 갑인자는 지중추원사 이천(李蕆)이 활자 주조를 감독하고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김돈(金墩), 집현전 직전(直集賢殿) 김빈(金
鑌), 호군(護軍) 장영실(蔣英實),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세

형(李世衡),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정척(鄭陟), 봉상시 주부(奉
常主簿) 이순지(李純之), 훈련관 참군(訓鍊觀參軍) 이의장(李義長)
이 실무를 담당하여 2개월 만에 20여만 자를 주조하였다. 

87 경자자는 공조 참판 이천(李蕆)이 제작하고 지신사(知申事) 김익정

(金益精)과 좌대언(左代言) 정초(鄭招)가 감독하여 일곱 달 만에 

제작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88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3월 24일 병술 2번째 기사; 세종실

록 18권, 세종 4년(1422) 10월 29일 계축 2번째 기사.

89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3월 24일 병술 2번째 기사.

90 여기서 네 다리형 활자란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바닥 모서리에 

다리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활자의 바닥부분이 귀부(龜趺)와 같

Date 1

(age) Item Supervisor (or 
Superintendent)

1418. 10. 13. 
(43)

ritual utensils in 
bronze (祭器 鑄造)

Lee, Cheon (李蕆) and 
Nam, Geub (南伋)

1421. 3. 24. 
(46)

improvement of  
metal-type plate at
a casting metal-type 
factory (鑄字所)

Lee, Cheon (李蕆) and 
Nam, Geub (南伋),

1420. winter 
(45)
~ 1422. 10. 29.
(47)

Kyeongja metal-types 
(庚子字) at a casting 
metal-type factory 
(鑄字所)

Lee, Cheon (李蕆), Kim, 
Ik-Jeong (金益精), and 
Jeong, Cho (鄭招)

1422. 6. 20.
(47)

manufacture of 
standard scales by 
improving 

Lee, Cheon (李蕆)

1429. 12. 23.
(54)

chalcopyrite roasting 
process test (炒鐵試
驗)

Lee, Cheon (李蕆), 
Baek, Hwan (白環), and 
Kim, Saeng (金生)

1431. 1. 2
(56)

manufacture of roof 
chains (屋上鐵鎖) for 
fire

Lee, Cheon (李蕆) 

1433. 8. 11.
(58)

manufacture of a 
armillary sphere 
(渾儀)

Lee, Cheon and xx oth-
ers(see Mihn et al., 
2016)

1433. L8. 26.
(58)

manufacture of a 
simplified armillary 
sphere (簡儀)

See Mihn et al., 2016

1433. autumn 
~1434. 5.

manufacture of a 
small simplified 
armillary sphere 
(小簡儀)

See Mihn et al., 2016

1434. 7.
(59)

casting Gabin 
metal-types (甲寅字) 

Lee, Cheon and 7 others

1435. 7. (60) 
~1436. 6. 
(61)

manufacture of a large 
gnomon (圭表)

See Mihn et al., 2016

1437. 7. 27. 
(62)

manufacture of  a 
small to medium 
cannon (碗口)

Lee, Cheon (李蕆) and 
his son, Lee, Hyo-Ro 
(李孝老)

1444. 11. 1.
(69)

proposal to learn and 
hand down the 
process of cast iron 
(水鐵) from Yeojin 
(女眞) family

Lee, Cheon (李蕆) and 
another 

1 lunisolar date in the order of year. month, and day. 
2 L indicates a lunar leap month.

Table 2.   Summary of smelting and casting works 
involving Lee Cheon

자자에도 이어졌다(Kim & Ma, 2014). 이천은 경자자 

활자들이 설치되는 구리판본을 개선함으로써 인쇄 중에 

활자가 비틀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였다91. 반면 갑인자는 

과거 네다리형이던 활자 자체를 평면으로 개조하여

은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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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Ma, 2014) 구리판본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인자의 자본은 6 ~ 12차에 걸쳐 

개주(改鑄)하여 1777년까지 사용하였다(Ahn, 1987). 
   한편 간의와 같은 천문관측기기는 금속활자의 활자

본보다 대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주조를 요구한다. 간의는 6.4자(1.32 m)의 백각환(百刻
環), 6자(1.24 m)의 적도환(赤道環)과 사유환(四遊環) 등

이 서로 물려있다. 적도환은 백각환 위에 얹혀 있고, 적

도환의 외경은 백각환의 내경에 완전하게 접하여 회전

하고 있다(Lee, 1996). 주조된 금속은 본래 형틀보다 수

축하고, 특히 환은 온전한 원이 되지 않으며 뒤틀릴 수

어, 관측기기 제작이 쉽지 있다. 또한 중국 명대에 제작

된 간의는 백각환에 3000 눈금, 적도환에 3653 눈금이 

그려져 있어 각각 1.5 mm/tick과 1.2 mm/tick의 정밀도

로 그려져 있다. 이를 조선의 주척으로 변환하면, 백각

환과 적도환의 눈금은은 각각 1.3 mm/tick과 1.0 
mm/tick의 정밀도로 그려야 한다.     

4. 토의

세종의 간의대 사업은 조선의 천문역법을 완성하려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갑인자는 간의대 사업과 동시에 

개발되었다. 천문관측기기와 금속활자의 관계는 천문역

법서를 매개로 서로 연결된다. 
   세종 대의 주요 천문역법서는 금속활자로 인쇄되었

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92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에 따

르면, 세종 대에 갑인자로 인쇄된 천문역법서는 수시력

류, 통궤류, 칠정산류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수

시력류는 『수시력첩법입성(授時曆捷法立成)(1316)』,
『위도태양통경(緯度太陽通經)(1396)』,『수시력(授時
曆)93』이 있는데94, 각각 고려의 강보(姜保), 명의 포졸

자 원통(元抱拙子(統))(Shi, 2008), 원의 왕순(王恂, 
1235-1281)이 편집한 것을 재출판한 것이다. 통궤류에는 

『태양통궤(太陽通軌)』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
軌)』,『태음통궤(太陰通軌)』,『교식통궤(交食通軌)』,
『오성통궤(五星通軌)』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
軌)』가 있으며, 모두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이 세

종 26년(1444)에 교정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Yi, 
1988). 칠정산류에는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칠정

산외편(七政算外篇)』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95,

91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3월 24일 병술 2번째 기사.

92  http://kyujanggak.snu.ac.kr/.

93 『수시력(授時曆)』은 권두서명이고 실제는 『수시력입성(授時曆立

成)』과 『수시력 일출분 신혼반주분(授時曆日出入晨昏半晝分)』
의 입성(일부)을 합본하였다.

94 괄호로 표시된 각 권의 제작연도는 도서가 첫 출간된 해의 연도를 

말한다. 이들을 다시 갑인자로 1444년에 재출간하였다.

『선덕십년(1435)월오성릉범(宣德十年月五星凌犯)』이  

있고, 이 역시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이 세종 26
년(1444)에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역법서의 판심도

형(版心圖形)96을 살펴보면,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
魚尾)와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가 보인다. 수시력류, 통

궤류, 칠정산류마다 한 권만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의 

판심이 있어97, 이들이 각 분류의 첫 번째 도서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수시력류도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
淡)에 의해 교정되어 1444년에 첫 인쇄된 것으로 보인

다.
   『사여전도통궤(四餘纏道通軌)』의 끝 부분에는 계

미자, 경자자, 갑인자의 주자발(鑄字跋)98이 순서대로 기

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갑인자의 주자발(鑄字跋)은 세

종실록에는 없고, 갑인자로 인쇄된 『대학연의(大學衍
義)』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Ahn, 1987). 그러나 

『사여전도통궤(四餘纏道通軌)』에 모든 주자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궤류가 천문 역법서의 마지막 분류일 가

능성이 있다. 즉 1444년에 칠정산류를 필두로 수시력류, 
통궤류 순으로 역법서가 간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의 마

지막이 『사여전도통궤(四餘纏道通軌)』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의 역법을 빌려와 한양에 맞는 천문역법

을 완성하였다. 이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는 한양에 

맞는 천문관측기기의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한

편 금속활자로 천문역법서를 출간함으로써 천문역법 사

업의 종지부를 찍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천이 천문관

측기기의 제작과 금속활자의 개량을 주도함으로써, 그

가 조선 전기의 천문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부

인할 수 없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천은 조선 전기 과학기술자로서 널리 인식

되어 왔다. 실제로 저울, 황동제기(祭器), 병선(兵船), 완

구(碗口)99등을 제작하였으므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제

95 1180년에 금(金)의 조지미(趙知微)가 만든 『重修大明曆』를 교정 

간행한 것이다.

96 과거 활자판에는 글을 쓰는 테두리인 광곽(匡郭)이 있고 그 중심

에 판심(版心)이 있다. 종이에 인쇄한 뒤 이를 반으로 접어서 책

으로 묶는다. 판심에는 활자판의 성격을 담은 상징적인 도형이 

위․아래에 있고 도형 사이에 서명(書名)과 장(張) 번호를 기록한

다.   

97 판심이 상하흑어미인 역법서는 『수시력첩법입성』, 『태양통궤

(太陽通軌)』,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이다.

98 활자를 주자했던 도감은 그 업무가 완성된 후 관련 의궤(보고서)
를 제작했을 것이고, 주자발(鑄字跋)은 그러한 문서의 발문(跋文)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자발이 여러 주요 출판물에 기

록되어 있다.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의 주자발(鑄字跋)은 각각 권

근(權近), 변계량(卞季良), 김빈(金鑌)이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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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천문학 발

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야 비로소 과학기술자로써 

균형 있는 평가를 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

난 그의 승진 기록을 보면, 이천은 혼의, 간의, 규표 등

을 제작하여 간의대 사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천문역법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세종의 애

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간의대 및 정밀 관

측기기의 제작이 천문역법의 난관을 해결하는 열쇠였음

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대

에는 이천의 천문역법에 대한 공로를 그의 승진으로 표

현하였다. 오늘날과 똑같은 ‘과학’의 개념이 없었지만, 
‘과학기술자 이천’에 대한 평가는 조선의 시각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의대 사업 당시 이천은 2품의 관직을 가졌고 간의 

제조와 간의대 제조가 될 만큼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는 일찍이 금속을 재련하고 가공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이천이 제작한 

혼의, 간의, 규표 등은 큰 규모의 측정기기이면서 청동

을 정밀하게 다루어야만 하였다. 둘째 그는 도성 보수, 
성기(城基)의 조사, 대형 전각의 건설 등 축성과 건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간의대는 길이×너비×높이가 

약 9.7 × 6.6 × 6.4 m이고(Kim et al., 2011), 규표는 총 

높이 9.1 m에 규면의 길이가 26.5 m이었다(Mihn et al., 
2012).
   한편 이천은 간의대 사업과 동시에 경자자와 갑인자

를 주조하는 업무도 감독하였다. 금속활자의 주조는 이

천의 금속 가공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금속)활자본 서적은 왕실이 목록을 관리하

여 소량만 인쇄되었으므로 가치가 특별한데, 조선 전기

의 천문역법서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어 전해오고 있다. 
간의와 규표 등의 천문관측기기나 금속활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청동이 필요하였다. 당시 많은 수요의 

청동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수입하였다. 대마도 정벌

(1419년) 이후, 세종은 일본의 여러 성주들과 외교 관계

를 개선하여 청동의 원료인 백동과 적동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였고 이 시기부터 대용량의 금속품이 개발되었

다. 조선이 적동이나 백동을 외국과의 교역으로 확보했

던 사실은 조선 천문관측기기가 소형화되는 경향(Mihn 
et al., 2015)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종이 조선의 천문역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천의 천문학적 공로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천은 간의대 등의 

축조를 실제적으로 감독하였고, 경복궁 내에 ‘간의대’라
는 왕립천문대를 건설하였다. 둘째 그는 정밀측정기기

의 제작에 능하여 간의대에서 대형 천문관측기기를 제

작하는 등 결정적인 공헌을 보여주었다. 셋째 조선 초

99 완구는 대포의 일종이다.

기에 완성된 천문역법서는 이천이 개발한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갑인자로 출간된 천문역법서는 ‘제왕의 도

서’로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천의 공로는 천문 

관측이나 천문 계산의 연구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제작한 간의와 규표는 한양의 일출몰시각을 구하는데 

크게 일조하여 조선에 맞는 역법을 개발하는 주요한 전

환점을 만들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이천에게 과학기술자라는 후한 평가를 주는 

이유일 것이다. 조선의 역사에서도 천문학의 발전은 천

문관측기기의 개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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