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pISSN 1225-1534
34: 031 ~ 040, 2019 December                                                                             eISSN 2287-6936
ⓒ 2019.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s://doi.org/10.5303/PKAS.2019.34.3.031

                                              

† 교신저자

http://pkas.kas.org 31

흠경각루 시보시스템의 작동모델

OPERATIONAL MODEL OF TIME-KEEPING SYSTEMS OF HEUMGYEONGGAK-NU

김상혁1,3, 윤용현2, 민병희1,3†, 임병근2, 윤명균4, 임병시5

1한국천문연구원, 2국립중앙과학관,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키사이언, 5(주)전흥 

SANG HYUK KIM1,3, YONG-HYUN YUN2, BYEONG-HEE MIHN1,3, BYONG GUEN LEEM2, 
MYUNG KYOON YOON4, AND BYONG SI LEEM5

1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4055, Korea
2National Science Museum, Daejeon 34113, Korea

3Korea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Daejeon 34113, Korea
4Keyscion, Gimpo 10044, Korea

5Technology Art Company, Gimpo 10044, Korea
E-mail: bhmin@kasi.re.kr

(Received September 29, 2018; Revised June 07, 2019; Accepted June 13, 2019)

ABSTRACT

   We study the internal structure under the artificial mountain of Heumkyeonggak-nu, a Korean 
water-powered clock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ll the puppets on the artificial mountain are 
driven by the rotational force generated by the water wheel at their designated time. We design 
a model that work with three parts of the artificial mountain. At the upper part of the artificial 
mountain to the east, west, north and south, there are four puppets called the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and four ladies called the Jade Lady respectively. The former rotates a quarter 
every double hour and the latter rings the bell every hour. In the middle part of this mountain 
is the timekeeping platform with four puppets; the Timekeeping Official (Hour Jack), the Bell-, 
Drum-, and Gong-Warriors. The Hour Jack controls time with three warriors each hitting his 
own bell, drum, and gong, respectively. In the plain there are 12 Jade Lady puppets (the lower 
ladies) combined with 12 Oriental Animal Deity puppets. In his own time a lady doll pops out 
of the hole and her animal doll gets up. Two hours later, the animal deity lies down and his 
lady hides in the artificial plain. These puppets are regularly moved by the signal such as iron 
balls, bumps, levers, and so on. We can use balls and bumps to explain the concept of the 
Jujeon system. Iron balls were used to manipulate puppets of the timekeeping mechanism in 
Borugak-nu, another Korean water-powered clock in Joseon dynasty, which was developed earlier 
than Heumgyeonggak-nu. According to the North Korea’s previous study (Choi, 1974), it is 
obvious that bumps were used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Heumgyeonggak-nu. In 1669, The 
armillary clock made by Song, I-young was also utilized bumps. Finally we presented mock-ups 
of three timekeeping systems.

Key words: automatic water clock, Heumgyeonggak-nu, time system, Four-Mystical-Animal-Divinity wheel, 
time-keeping wheel, Twelve-Directional-Animal-Divinity wheel, bump, ball-signal distributing system, Jujeon

 

1. 서론

흠경각루는 세종이 계획하고 장영실이 제작하여 1438년

에 완성한 자동물시계이다. 『세종실록』에는 흠경각루

에 대한 제작 배경과 그 외형 및 간략한 작동원리를 기

록하고 있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6). 흠경각루의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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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물론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기사 및 『국조보

감』,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어제궁궐

지』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추정해 냈다(Kim et al., 
2013; Kim et al., 2017; Yun and Ki, 2017). 그러나 완전

한 형태의 흠경각루 내부구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

았다. 
   20세기 말, 북한의 학자들은 흠경각루 내부구조에 

대해 연구했다1. 이 모델의 특징은 걸턱(돌출된 형태의 

신호장치)의 작동과 부력에 의한 동력전달 체계를 적용

한 것이다(Choi et al., 1997). 걸턱은 간단한 형태이면서 

효과적인 신호 발생장치의 역할을 한다. Kim et 
al.(2013)은 흠경각루 내부에서 걸턱과 더불어 구슬이 

신호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모

델과 달리, Kim et al.(2013)은 동력 방식에 있어서 기륜

을 회전시키는 수격식의 수차 동력을 채택했다. 
   본 연구는 Kim et al.(2011 & 2013)의 흠경각루 시보

시스템들의 작동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장

에서는 3D 도면을 활용하여 시보시스템들의 구조와 작

동 방식을 설명하고 제작 모델을 소개했다. 3장에서는 

본 연구 모델에 사용된 이슬람 기계방식을 기존의 연구

(Choi et al., 1997; Nam, 2002)와 비교했다.

2. 시보시스템의 작동 모델

흠경각루의 동력방식은 수차로부터 발생한 동력으로 기

륜을 회전시키는 수격방식이다(Kim et al., 2013). 흠격

각루는 가산으로 내부가 덮여 있으며, 이 가산을 산 위, 
산기슭, 산 아래(평지)로 구분하여 3층으로 나눈다(Kim 
et al., 2011). 가산 안에는 회전하는 기륜들이 숨겨져 

있고, 기륜 위에는 걸턱이 있다. 이 걸턱은 지레, 구슬 

등을 활용하여 시각을 나타내는 인형들이 움직이도록 

신호를 발생시킨다. 가산은 위에서 아래로 각 층마다 

‘4신옥녀와 4신’, ‘사신과 무사들’, ‘12신옥녀와 12신’이 

있고, 이들이 시간을 알려주었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Yun & Ki(2017)는 「흠경각기(欽敬閣記)」에 대한 

문헌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산 위의 4신옥녀와 4신을 

한 층으로 이해한 기존 해석을 개선하여 각각 따로 층

을 가지는 2층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Yun & 
Ki(2017)의 연구를 고려하여, 내부는 하나의 기륜을 사

용하더라도 외형은 2층(4신옥녀층과 4신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보루각기(報漏閣記)」(Nam, 2002)와 달리, 「흠경

1 최상준 외 15명이 저술한 조선기술발전사(1997)의 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흠경각루 모델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평양) 전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가산의 형태가 각기 다른 북한의 

흠경각루 복원 모델(추정) 2건의 사진을 확인했는데, 이 두 모델

은 최상준 등(1997)의 연구결과에 따른 외형 모습과 유사하다.

각기(欽敬閣記)」에 관련된 모든 문헌은 실제 내부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구조와 작동모델은 「보루각기(報漏閣

記)」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이슬람 기술자 앨재재

리의 기술적 요소(Hill, 1974)를 포함하되 조선 후기의 

송이영의 자명종의 기술 수준(Kim & Lee, 20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부속 부품의 명칭은 작동모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편

의적으로 명명한 용어이다.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3D 
이미지는 솔리드웍스(Solidoworks, 2018)로 생성되었으

며, 이를 기반으로 2D 설계도면(Autocad, 2012)으로 변

환되었다. 

2.1. 산 위: 4신옥녀와 4신

조선시대의 시각제도는 하루를 12시진(時辰)2으로 균등

하게 나누었다. 매 시진마다 초(初)와 정(正)으로 구분

하였으므로 실제로 현대의 24시 제도와 큰 차이가 없

다. 그러나 밤시각은 12시진의 정시법과 구별되는 5경 

5점의 부정시법을 사용했다. 부정시법이란 계절에 따라 

매 경이나 매 점의 길이(시간 간격)가 달라지는 시각 

체계이다. 밤시간을 25등분하여 매 등분을 점(點)으로 

삼고, 5점씩 묶어 경(更)으로 삼았다.
   4신옥녀와 4신은 동서남북 방향에 위치하며 각각 3
시진씩을 담당한다. 즉 이들은 밤시간의 부정시법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동쪽 방향에는 청룡-신이 있고, 청룡

에 대응하는 옥녀가 위치한다. Fig. 1은 각 방향의 옥녀

(1)와 회전하는 동물-신(3)이 작동하는 내부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흠경각기」 기록에 따라, 옥녀는 매 시진

의 초와 정마다 종(2)을 흔든다. 동물-신(3)은 매 시진마

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Kim et al., 2011). 
   4신기륜(4) 상부에는 15˚ 간격으로 6개의 윗걸턱(5)
이 있다. 걸턱을 지날 때마다 지레(7)를 움직이고 옥녀

의 팔에 연결된 밀쇠(8)를 건드려 종을 울린다. 또한 4
신기륜의 하부에는 30˚ 간격으로 4개의 아랫걸턱(6)을 

통해 깔쭉니(11, ratchet)가 있는 지레(9)를 움직여 깔쭉

바퀴(12)를 작동시킨다. 이 깔쭉바퀴에 의해서 못니바퀴

(13, bevel gear)로 동력을 전달해 4신을 90˚씩 회전시킨

다. 
   Choi et al.(1997)의 흠경각루 모델은 걸턱(Fig.1 의 5
번 형태)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걸턱과 유사한 기능은 

현존하는 17세기 송이영의 혼천시계(국보 제230호)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혼천시계 전면부에 있는 시간 

알림창의 내부에는 12시-시패장치가 회전하면서 슬라이

2 오늘날의 하루 24시의 1시와 구분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하루 12

시의 1시를 ‘1시진’이라고 표기한다. 매 시진은 현대의 2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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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s Jade Lady, 2: handled 
bell, 3: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4: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wheel, 5: up bumps, 6: down bumps, 7: 
push lever, 8: push rod, 9: ratchet lever, 10: lever tail, 
11: ratchet, 12: ratchet gear, 13: bevel gear, 14: weight 
peg

Fig. 1.  Full-size view of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and Four Jade Lady (the upper ladies).

  
딩되는데, 이때 시패를 올려주는 부품이 걸턱인 셈이다

(Kim & Lee, 2013). 

2.2. 산기슭: 사신과 무사들

가산 남쪽의 산기슭에는 시보대(時報臺)가 있다. 시보대 

위에는 12시진과 경점시간을 알려주는 인형들이 있다. 
종인(鐘人, 2), 고인(鼓人, 3), 정인(鉦人, 4)은 사신(司辰, 
1)을 바라보며 각각 종·북·징을 타격한다. 매 시진마다 

종을, 밤시간의 경과 점마다 각각 북과 징을 타격한다

(Kim et al., 2011). Fig 2는 시보대와 여러 인형을 움직

이게 하는 내부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Kim et al.(2011)은 경점시각에 따른 북과 징의 타

격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몇 경 몇 점인가에 

따라 북과 징을 치는 횟수가 변한다. 이를테면 1점에는 

징을 1회 치지만, 5점에는 징을 5회 친다. 매 경은 처음 

순간인 매 경 1점 때 해당하는 경의 수대로 북을 친다

(1경 1점: 북1회-징1회, 2경 1점: 북2회-징1회, 3경 1점: 
북3회-징1회, 4경 1점: 북4회-징1회, 5경 1점: 북5회-징1
회). 
   흠경각루에서 시보대 인형(사신과 무사들)이 제 시

간에 작동하는 것은 주전장치(籌箭裝置, 셈하는 잣대 

장치, 8 ~ 13)에 의한 것이다(Kim et al., 2016). 아쉽게

도 주전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Fig. 2의 좌측에 보이는 것은 주전장치의 역할로써 

시보기륜과 걸턱 등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

전장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가정하였다. 종인(2), 
고인(3), 정인(4)은 각각의 구슬에 의해 작동 신호를 받 

1: (time-keeping official) hour-jack, 2: bell warrior, 3: 
drum warrior, 4: gong warrior, 5: entrance channel for 
double-hour balls, 6: entrance channel for Gyeong balls, 
7: entrance channel for Jeom balls, 8: transmission leg, 9: 
ball steerer, 10: time-keeping wheel, 11: double-hour’s 
bump, 12: Gyeong’s bump, 13: Jeom’s bump, 14: exit 
channel

Fig. 2.  Full-size view of internal structure within 
time-keeping platform. The small picture on the bottom 
left is about the Jujeon system.

도록 설치하였다. 이들 구슬은 구슬키잡이(9)의 작동에

의해 제어된다. 구슬키잡이(9)는 옮다리(8, transmission 
leg)의 상하운동에 의해 움직인다. 이 옮다리는 시보기

륜 위에 맞닿아 있다.
   시보기륜은 흠경각루의 회전축과 연결되어 하루에 1
회전 한다. 시보기륜 위에는 종․북․징 구슬을 제어하는 

세 궤도의 걸턱(11, 12, 13)이 있다. 세 궤도에는 각각의 

옮다리(8)가 짝을 이루고 있다. 시보기륜의 궤도 위를 

긁고 가는 옮다리가 걸턱을 만나면 구슬키잡이(9)를 작

동시켜 구슬 하나만 장착되어 이동로를 따라 굴러간다. 
    Fig 2를 보면, 시보기륜(10)에는 시진 걸턱(11), 경 

걸턱(12), 점 걸턱(13)이 배치되어 있다. 각 걸턱에는 옮

다리(8)가 지난다. 다만 『누주통의(漏籌通義)』에서 볼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11전(箭)을 사용하였으므로, 매 

전에 따라 경 걸턱(12)과 점 걸턱(13)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작 모델은 경 걸턱

(12)과 점 걸턱(13)이 설치되어 있는 원호 모양인 각 전

(箭)의 카트리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였

다. 이 경우, 연중 일정 시기마다 해당하는 전(箭) 카트

리지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 경마다 구슬 한 개가 굴러 나오고, 매 점마다 역

시 구슬 한 개가 굴러 나온다. 이를테면 3경 1점이라고 

하면 ‘경 구슬’ 하나와 ‘점 구슬’ 하나가 시간 간격을 

두고 굴러 나온다. 만약 3경 3점이라고 하면 오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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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copper hopper, 2: second copper hopper, 3: third 
copper hopper, 4: fourth copper hopper, 5: fifth copper 
hopper, 6: five layered copper hopper with each spoon 
lever, 7: push rod, 8: iron ball, 9: entrance channel, 10: 
guide rail reinstaller, 11: weight, 12: guide rail, 13: duct, 
14: exit channel

Fig. 3.  Full-size view of ball-signal distributing system.

을 위한 ‘점 구슬’ 하나가 굴러 나온다. 3점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슬이 정인의 팔목을 세 번 움직여 징을 3회 

타격한다. 하나의 구슬만으로 순차적으로 증가된 횟수

로 신호를 보내도록 고안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을 구슬신호 분배기라고 명명하였다.
   Fig 3은 구슬신호 분배기를 나타낸 것이다. 구슬(8)
은 ‘경구슬 이동로’(또는 ‘점구슬 이동로’)(9)를 따라 굴

러 나와 구슬신호 분배기에 이른다. 구슬신호 분배기에

는 깔때기(1 ~ 5)에 연결된 길이가 서로 다른 5개의 도

관(13)이 구슬 이동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이동로 끝 

바로 아래에는 동관과 숟가락 지레 한 세트가 5층을 이

루어 수직으로 연결된 ‘5층 깔때기-숟가락 지레’(6)가 

장치되어 있다. 매 숟가락 지레는 각각 고인(또는 정인)
의 팔에 동력을 전달하는 밀쇠(7)와 연결되어 있다. 
   구슬신호 분배기에 구슬이 이르면, 맨 앞쪽의 첫 번

째 굽쇠(12)를 따라 구슬의 이동 경로가 변하여 첫 번

째 깔때기(1)로 향한다. 구슬이 깔때기에 떨어지는 순간 

첫 번째 굽쇠가 들어 올려지고, 다음번 구슬은 이곳을 

지나간다. 첫 번째 깔때기의 도관은 가장 길며, 여기를 

통과한 구슬은 1층 깔때기-숟가락 지레로 향하고 고인

(또는 정인) 밀쇠를 1회 움직이게 한다. 다음에 오는 구

슬은 두 번째 굽쇠를 따라 두 번째 깔때기-도관(2)으로 

향하고, 이 깔때기로 구슬이 떨어질 때, 역시 두 번째 

굽쇠가 올려진다. 두 번째 깔때기-도관(2)을 통과한 구

슬은 2층 깔때기-숟가락 지레로 향하고 차례로 2층 숟

가락과 1층 숟가락을 통과함으로써 고인(또는 정인) 밀

쇠를 2회 움직이게 한다. 마찬가지로 연속한 나머지 세 

(a) full view

(b) detailed view under a wheel

1: 12 Oriental Animal Deity’s Jade Lady, 2: 12 Oriental 
Animal Deity, 3: post, 4: lever, 5: journal box, 6: lever 
tail, 7: seesaw, 8: weight peg, 9: push rod, 10: pull rod, 
11: rail, 12: 12 Oriental Animal Deity Wheel, 13: bump, 
14: lever thumb

Fig. 4.  Full-size view of the control system on 12 
Oriental Animal Deity and 12 Jade Lady(a lower 
ladies).

개의 구슬은 각각 해당하는 깔때기-도관(3)으로 들어가

며, 결국 각각 횟수에 맞게 밀쇠가 움직인다. 다섯 번째 

구슬이 깔때기-도관(5)으로 들어갈 때 이전의 4개의 굽

쇠를 원위치로 돌리는 회복장치(10)를 건드리고, 구슬신

호 분배기를 초기화한다.
 

2.3. 평지: 12신옥녀와 12신

12신옥녀와 12신은 산 아래 평지의 12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12시진을 알려주는 12신은 곧 12지신(支神)을 의

미하는데, 남쪽에는 말 모양을 한 오신(午神)이 있고, 
북쪽에는 쥐 모양을 한 자신(子神)이 위치한다. 동서 방

향에는 각각 묘신(卯神)과 유신(酉神)이 위치한다. 각 

지신에 대응하는 옥녀가 한 쌍을 이룬다. 
   Fig. 4는 12옥녀와 12신을 작동시키는 내부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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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and its Jade Lady

(b) ball-signal distributing system

(c) Twelve Directional Animal Divinity and its Jade Lady

Fig. 5.  Design of time-keeping systems (unit: cm). The 
size (length×width×height) of (a), (b) and (c) is 87.5 × 
27.8 × 38.7, 58.0 × 55.3 × 123.6 and 156.6 × 141.7 × 
86.4 cm respectively. The diameter of each wheel is 
49.0, 65.0 and 90.0 cm, which correspond to (a), (b) 
and (c), respectively.

(a) Four Mystical Animal Divinity and its Jade Lady

(b) ball-signal distributing system

(c) Twelve Directional Animal Divinity and its Jade Lady

Fig. 6.  Mock-up of time-keep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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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본래 12신옥녀(1)는 지평판 아래에 숨어 

있고, 12신(2)은 엎드려 있다(Kim et. al., 2011). 두 인형

은 기둥(3) 위에 설치되어 있다. 12시기륜(12)이 회전할 

때, 기륜 하단에 설치된 아랫걸턱(13)에 의해서 걸턱마

중쇠(14)가 밀쳐진다. 걸턱마중쇠(14)가 내려가면 지레

(4)를 잡고 있는 볼씨(5)의 축에 의해 지레꼬리(6)가 올

라간다. 이때 지레(4)는 딕누리(11)에 의해 일정한 범위

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지레꼬리(6)가 올라가면 동시

에 저울쇠(7)를 아래로 눌러주게 된다. 저울쇠(7)에 의

해서 밀쇠(9)는 12신옥녀(1)를 올려주고, 동시에 끌쇠

(10)는 12신을 일으켜 세워, 한 쌍의 인형이 동시에 작

동한다. 걸턱마중쇠(14)가 있는 지레머리에 끝에 추개

(8)가 있는데, 추개에는 저울쇠(7)의 한쪽 끝과 함께 추

를 매달아, 한 쌍의 인형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

절하게 한다.

2.4. 설계와 작동모델의 제작

3D 모델링 자료를 기반으로 시보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작도하고(Fig. 5), 작동모델의 실물 모형을 제작했다(Fig. 
6). 실물모형을 통해, 4신옥녀가 종을 흔들고, 4신의 1/4 
회전, 산기슭의 시보대 인형들의 타격, 그리고 산 아래 

평지의 12신옥녀와 12신의 출현 동작에 대해 검증하였

다.
   4신옥녀와 4신 작동모델은 길이-너비-높이가 대략 

87.5 × 27.8 × 38.7 cm를 가진다. 사신기륜은 지름 약 

49 cm이다. 시보대 작동모델은 길이-너비-높이가 대략 

58.0 × 55.3 × 123.6 cm를 가진다. 시보기륜은 지름 약 

65 cm이다. 이때 시보대 자체의 높이는 94.6 cm이고, 
시보 인형과 악기를 지지하는 장치의 높이가 29.0 cm으

로 설정하였다. 12신옥녀와 12신 작동모델의 세 유닛의 

크기는 156.6 × 141.7 × 86.4 cm이다. 여기서 인형 기둥

은 69.0 c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12신옥녀와 12신 인

형은 높이 약 17.0 cm를 가진다. 12신기륜의 지름은 약 

90.0 cm이다. 
   각 작동모델의 실물 모형은 개별적인 외형 철골을 

구축한 뒤에 각 실물 모형을 장치했다. 이 때 각 기륜

은 사람이 직접 회전시킴으로써 동력을 발생하였다. 생

성된 동력이 각종 걸턱과 밀쇠 등이 연계되면서 시보인

형들의 개별적인 작동성능을 점검한다. 
   실물 모형에서 세 개의 기륜, 지레, 기둥 및 대부분

의 지지대는 오동나무 압축 합판으로 제작하였다. 한편 

각종 회전축, 걸턱, 밀쇠와 끌쇠, 추개, 저울쇠, 숟가락, 
깔대기 등은 정확한 동력전달이나 마찰에 대한 내구성

이 필요한 부품에는 철 또는 구리 재질로 제작하였다. 
인형은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다만 12지신은 인

간의 몸에 12지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 옥녀의 

시패는 둥글고 자신의 시각이 새겨져 있다. 종과 징은 

금속재로, 북은 본연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그 크기가 

작아 본래의 소리를 재연하기가 쉽지 않았다. 쇠구슬은 

상용의 것을 사용하였다. 

3. 토의

3.1. 이슬람의 구슬 신호를 계승한 두 가지 형식의 물시

계

12세기 이슬람의 이븐 앨래재즈 앨재재리(Ibn al-Razzaz 
al-Jazari, 1136 ~ 1206)는 다양한 형상의 자동물시계를 

제작했다. 이들 자동물시계는 일정한 시간마다 특정 신

호를 발생하여 인형을 움직이고 소리를 냈다. 이때 신

호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부력(의 차이), 천평칭(天平秤), 
구슬, 기기(欹器), 밸브, 사이펀 등을 이용했다.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도르레, 캠사프트, 크랭크 슬라이더, 
베벨기어 등을 사용하였다(Hill, 1974). 특히 구슬 방식

은 15세기 조선의 보루각루와 흠경각루에서 12시진과 

경점시각을 타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Nam, 
2002; Kim et al., 2013). 
   앨재재리의 물시계에서 시보와 관련하여 구슬과 지

레가 단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Hill, 1974), 보루각루에

서는 시보 운영을 위해 구슬 신호를 순차적이고, 체계

적인 구성으로 변화시켰고, 구슬의 질량 변화를 통해 

위치에너지를 증폭하는 기능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Nam, 2002). 제작 시기를 고려할 때, 흠경각루는 보루

각루의 구슬 신호 기술을 더 개량시켰을 가능성이 있

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흠경각루의 시보 방식이 주전

(籌箭, Jujeon)에 의한 구슬 격발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

세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Kim et. al., 2013). 
   보루각루의 주요부품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7의 A, B, C, D와 같이, 각각 수수호(受水

壺), 철환방출부(鐵丸放出部), 12시용 타격장치, 경점용 

타격장치가 있다(Nam, 2002). 이들은 개별적인 작동장

치이지만, 신호에 따라 이들 사이를 쇠구슬이 다니면서 

서 필요한 동력을 전달한다.
   보루각루에서 물시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시켜주는 방목(方木, Bangmok;analog-digital 
convert in the water clock)과 잣대(scale; time indicator 
rod)가 있다(Nam, 2002). 이 장치에서는 12시진 및 경점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작은 쇠구슬이 각각 12개와 25개

를 사용하였다. 또한 작은 구슬들은 보루각루 내부에 

설치된 동통(銅筒, copper pipe)을 통과해 철환방출부의 

큰 구슬 배출 신호로 작용한다. 12개의 12시진용 큰 구

슬과 25개의 경점용 큰 구슬에 의해서 12시진 시패의 

회전과 종·북·징 인형의 타격이 행해진다.
   2.2절과 같이 종·북·징을 타격하기 위해, 산기슭 시

보대에는 걸턱(주전에서 ‘주(籌)’의 역할), 옮다리(주전

에서 ‘전(箭)’의 역할), 구슬장착장치로 구성된 주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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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쇠구슬이 활용되는데, 이때 12시진용 구슬 12개와 

경 시간용 5개, 점 시간용 25개가 사용된다. Table 1과 

같이 보루각루는 74개, 흠경각루는 42개의 구슬이 활용

된다.
   보루각루가 종·북·징을 타격하듯이, 흠경각루도 시보

대에서 종·북·징을 타격함으로써 시간을 알려주었다. 또

한 보루각루처럼 흠경각루도 구슬을 사용하였다. 흠경

각루의 시보기륜 운행에서 구슬 집체 방식은 보루각루 

철환방출부의 압축적인 구슬 보관형식에서 탈피하였다. 
보루각루의 경우, 철환방출부에서 떠난 구슬은 사용 후 

한 장소에 모이고, 모든 구슬이 소진되면 철환방출부에 

구슬을 다시 장착해야 했다. 이때 보루각루 시보장치의 

외곽 일부를 개방하여 구슬을 채워주어야 한다. 흠경각

루의 경우 가산을 개방하지 않고도 구슬을 채울 수 있

도록, 가산 중턱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통로를 이어 장

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

연물이 조각되었기 때문에 가산 일부를 개방하게 되면 

그 주변의 조각물이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루각루의 방목은 수수호와 부표를 필요로 한

다. 보루각루에서 방목의 길이는 약 235 cm 이므로

(Nam, 2002), 이를 흠경각루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방목의 일부가 가산을 뚫고 설치되어야 한다. 흠경각루

의 기록에는 방목과 부표 대신 주전을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주전의 형태가 방목과 부표와는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흠경각루 모델은 걸턱이 보루각

루의 방목을 대체하였고, 에너지 증폭 과정을 생략한 

채 큰 구슬의 발생을 주전에 의한 구슬 공급으로 구현

하였다(Table 2 참고). 보루각루에서는 큰 구슬이 동관

을 따라 떨어지면서 북과 징(경과 점)을 동시에 타격하

는데, 그렇게 하려면 큰 구슬로 운동에너지를 높일 필

요가 있었다. 하지만 흠경각루 시보시스템 모델은 종·
북·징의 구슬을 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타격에만 관여하

도록 설계하여 철환방출부의 역할을 생략했다. 

          (a) Inflow Vessel Device          (b) Iron Ball-Release Device      (d) Gyeong-Jeom Strinkng Device
                                       (c) 12-Double-Hours Striking Device 

1. float-arrow, 2. ball’s channel, 3. scale of 12-double-hours, 4. small size ball of 12-double-hours signal, 5. scale of 
Gyeong-Jeom, 6. small size ball of Gyeong-Jeom signal, 7. copper pipe of 12-double-hours, 8. copper pipe of 
Gyeong-Jeom, 9. spoon type lever for 12-double-hours (bell striking signal), 10. spoon type lever for Gyeong (drum 
striking signal), 11. spoon type lever for Jeom (gong striking signal), 12, large size ball, 13. suspended copper tube for 
bell striking, 14. suspended copper tube for drum striking, 15. suspended copper tube for gongl striking

Fig. 7.  Internal main mechanisms of Borugak-nu (Na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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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use and number of balls in the two 
automatic water clocks.

Name Number of ball it need Total

Boru
gak-nu

◦  Bangmok ; Analog-Digital convert 
in the Water clock (small size ball)  
  - 12-double-hours signal: 12
  - Gyeong-Jeom signal: 25
◦ Amplified signal (large size ball)
  - 12-double-hours signal: 12
  - Gyeong-Jeom signal: 25

74

Heum
gyeong
gak-nu

◦ Time-signal in time-keeping wheel
  - 12-double-hours signal: 12
  - Gyeong signal: 5
  - Jeom signal: 25

42

3.2. 경점용 걸턱

하루 중 경점시간의 25개 걸턱 간격은 연중 밤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동지날에 경점의 간격이 가장 넓고, 하

지날에 간격이 제일 좁으며, 연중 일정한 기간을 묶어 

같은 밤 길이를 사용하였다. 흠경각루가 제작되었던 시

기에 물시계는 『누주통의』에 따라 12전 또는 11전을 

사용하였고(Hanh & Nam, 2008), 이러한 기준으로 경점

용 걸턱의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
   우리는 흠경각루 시보기륜의 상면에 가상의 백각환

(12시 100각 눈금)을 설정한 후, 『누주통의』에 따른 

경점용 위치를 적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다. 하나는 걸턱이 이미 설치된 ‘11개의 둥근 잣대’(전
체 시보기륜 중에서 걸턱이 꼽혀 있는 부분을 패키지화 

하여 탈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칭함)를 각 시기에 맞게 

교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시

보기륜면에 걸턱을 꼽을 수 있도록 11전에 따른 모든 

위치에 구멍을 뚫어 놓는 방식이다. 전자는 반경이 약 

50 cm 전후인 11개의 둥근 잣대를 만들고 이를 교체하

고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시보기륜 위에 

백각눈금을 새기고 매번 『누주통의』에 따른 경점 위

치에 걸턱을 탈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Table 1에서 경 시간용 구슬은 5개이고, 점 시간용 

구슬은 25개이다. 만약 후자인 걸턱의 탈부착 방식을 

사용할 때, 총 11전에서 중복되는 경점의 위치가 없다

고 가정하면, 경은 55개, 점은 275개의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경 시각의 위치는 25개의 구멍만 있고, 
각 시기마다 5개의 걸턱 위치를 바꾸는 탈부착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점 시각의 위치는 대략 200° 미만(최
대인 동지의 밤 길이)의 둥근 호에 275개의 구멍을 뚫

어야 한다. 평균적으로 0.7°마다 구멍을 뚫어야 하고 이

는 백각환의 매 눈금 간격(0.6°)에 해당한다(Mihn et al., 

Table 2.  Time-signal and striking system 
in the two automatic water clocks.

Type Ball-escaping system 
Gyeong & Jeom 
striking type

Borugak
-nu

◦ ball’s channel 
(Bangmok)
◦ floating-arrow
◦ copper pipe
◦ iron ball-release 
device

all-passing   by a 
ball 

Heumgy
eonggak
-nu

◦ bumps
◦ scale-arrow 
(transmission leg)
◦ ball steerer

every ball passing 
in a distributed 
and separated rail

2017). 걸턱을 꼽을 때 사용되는 핀의 두께 등을 고려

해 보면 시보기륜 상면에 점 걸턱을 위해 275개의 구멍

을 촘촘히 뚫어야 하고, 『누주통의』에 따라 걸턱의 

위치를 탈부착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한다. 따라

서 점 시간 걸턱은 25개 걸턱이 이미 고정된 11개의 둥

근 잣대를 제작해서 해당 시기마다 교체하는 것이 유리

해 보인다. 
   경점용 걸턱은 보루각루의 방목장치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경점용 걸턱에서 신호를 발생하여 구슬

장착장치로 전달되고 구슬을 격발(운행)시키는 역할로 

이어진다. 따라서 걸턱으로부터 신호가 발생된다는 점

에서 걸턱은 주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이해할 수 있

다. 

3.3. 12시진의 시패 운영

조선 중기 혼천시계류의 시패장치는 보루각루의 시패 

운행장치와 매우 닮아있다. 12시진 시패장치의 작동 공

간은 모두 정방형의 내부공간이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시패를 보는 창은 고정되어 있다. 그 결과, 12시패

의 구조는 중심에서 12방향으로 나온 바퀴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퀴살의 끝에 시패가 붙어 있다(Kim & 
Lee, 2013). 이 바퀴살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며, 해당 시

간에 창을 통해 시패가 보이도록 작동시켰다.
   이와 다르게 흠경각루의 외형은 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산 아래 평지의 12방향에 각각의 12신옥녀

(시패를 들고 있음)와 12신을 위치시켰다. 한편 각 방향

의 시보인형들은 해당되는 시진에 동작하도록 구현했

다. 즉,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해당 인형 짝이 출현

하거나 작동한다. 
   이러한 흠경각루의 12시진 인형의 작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작동모델에서는 지레, 저울쇠, 밀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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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쇠, 마중쇠 등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특히 걸턱과 마

중쇠는 각 시진의 인형 짝이 일정 시간의 간격(한 쌍의 

인형이 내려가면서 다음 한 쌍의 인형은 올라옴)을 갖

고 원활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4. 구슬신호 분배기

2.2절과 같이, 흠경각루의 경점 타격방식은 보루각루의 

타격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Table 2 참고). 조선왕조실

록에는 흠경각루의 구슬사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구체적인 형식과 제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흠경각루

와 보루각루는 서로 동력방식이 다르고, 외형적 형태, 
내부적 기계장치의 공간도 다르다. 보루각루의 경점 타

격장치 형태로 흠경각루의 복잡한 내부 환경(작동 구

조)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산 외형의 공

간을 고려해야 하고, 구슬을 쉽게 장착하며, 시보대 위

의 인형들(사신, 종인, 고인, 정인)의 세부 운동을 구현

하기 위해서, 흠경각루는 보루각루에 적용된 다른 형태

의 기계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보루각루의 복원모델을 살펴보면, 철환방출부의 큰 

구슬이 경점기계장치로 운행될 때 매 경 첫 번째 구슬

이 경-기계장치에서 점-기계장치로 연속하여 굴러가서 

1점의 시간을 알리도록 하였다. 반면 흠경각루의 모델

은 시보기륜 위의 경점의 걸턱 신호를 경과 점으로 구

분하였고, 이에 따른 구슬 이동로를 확보하고, 2개의 신

호 분배기로 활용하여 경시간과 점시간을 구분하여 사

용했다. 흠경각루의 구슬신호 분배기는 매 구슬이 지나

가는 길을 분별하게 함으로써, 보루각루의 복잡한 경점

기계장치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개선하였다.
 
3.5. 북한 모델과의 비교 

흠경각루의 최초 복원 모델은 북한의 연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Choi et al., 1997). 이 모델의 주요한 

특징은 이슬람 물시계에서 주로 사용한 부력을 활용한 

점이다. 또한 부력에 의한 도르레 운행, 걸턱의 사용, 
지레의 원리, 회전바퀴 등을 활용했다.
   이 모델의 시보시스템에는 4신옥녀와 4신, 시보대 

위의 사신과 무사 등이 커다란 회전원반 위의 여러 개

의 걸턱에 의해서 작동한다. 걸턱을 통해 시보인형들의 

상승과 회전 운동을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북한의 연구

에서 결정적인 약점은 주전과 구슬에 대한 언급이 없

고, 수격방식에 대한 설명도 생략되어 있다. 
   한편 15세기 장영실은 부력방식의 부전과 구슬 신호

를 채택하여 보루각루(국가표준시계)를 운영했다. 장영

실(蔣英實)과 동시대의 인물인 이순지(李純之, 1406 ~ 
1465)는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의 저술에서 『신의

상법요(新儀象法要)』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신의상법요(新儀象法要)』는 북송의 소송(蘇頌, 1020 

~ 1101)과 한공렴(韓公廉)이 저술한 책으로 수차를 이

용한 수격 방식을 채택하여 기륜 운행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영실도 유사한 방식의 동력시스템을 적

용했을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17). 

4. 요약

보루각루를 발전시킨 흠경각루는 세종이 계획하고 장영

실이 제작했다. 1438년에 완성한 흠경각루는 수격식 혼

의와 혼상의 동력 발생 방식(Lee & Kim, 2012; Mihn et 
al., 2016)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루각루에서 검

증된 구슬 신호 방식과 방목장치를 개량한 걸턱 신호를 

활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비록 흠경각루의 내부 구조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없지만, 가산의 상층, 중층, 하층에

서 시각에 따라 운행되는 시보시스템 모델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흠경각루 모델은 수차의 회전 동력이 기

륜 주축에 연결된 세 기륜(4신기륜, 시보기륜, 12신기

륜)의 회전력을 기반으로 각종 인형들을 작동시키는 메

커니즘으로 구현하였다.
   흠경각루 시보시스템 모델을 통한 작동구조와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신기륜은 걸턱과 

지레를 이용해 4신옥녀의 종을 치고, 4신이 90˚씩 회전

하도록 구성했다. 둘째, 시보기륜에서 주전의 역할과 기

능을 갖도록 12시진·5경·5점의 걸턱, 밀쇠, 구슬키잡이

를 설치해 구슬신호를 발생시키고, 구슬신호 분배기를 

통해 경점시간을 알렸다. 셋째, 12신기륜에서 걸턱, 마

중쇠, 저울쇠 등을 설치해 12신옥녀와 12신의 작동을 

제어했다.
   보루각루를 더욱 발전시킨 흠경각루에서는 걸턱, 지

레, 주전, 구슬 신호 등을 적용하여 이슬람의 기술요소

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적용했다. 이러한 전통은 

17세기 조선의 혼천시계 제작 방법에서도 그대로 계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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