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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provenance and the changes in the timekeeping system focusing on official records 
such as almanacs and textbook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solar calendar was introduced. We 
found that the solar calendar and the 12-hour clock time first appeared in 1884 during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 solar calendar was used at the open port in Busan to facilitate the exchanges with Japan. The 
12-hour clock time first appeared in the『Hansung Sunbo』published by the government in 1884. We also 
found that the Joseon dynasty also used 12 diǎnzhōng or 12 diǎn. In addition, the term of the ‘Sigan’ first 
appeared in the first official academic textbook in August 1895, and the chapter related to time contained 
the information about 12-hour clock time instead of the 12 Shi. In 1908, the meaning of the solar time, 
the equation of time, and the differences in longitude with the adoption of Korean Standard Time were 
introduced. Meanwhile, the 24-hour clock time was first introduced in Joseon and applied to railway times 
in 1907. The 1946 almanac, the first issue after liberation, used the 12-hour clock time which uses 
‘Sango’, ‘Hao’ and the 24-hour clock time started to be used from the following year and is still used to 
this day. Finally, the 12-hour clock time, which was introduced around 1884, was enacted as Article 44 of 
the law in 1900 and was revised again in 1905 and 1908. In Korea, the terms related to the time in the 
current astronomical calendar system were newly defined around 1884, 1896, and 1908, and gradually 
standard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ws. 

Key words: historical astronomy; astronomical calendar; solar calendar; timekeeping system; 12-hour clock 
time; 24-hour clock time.

1. 서론

역서(astronomical almanac)는 천문역법(astronomical cal-
endar)에 따라 국가에 표준이 되는 날짜와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시각 등의 자료를 수록한 책이다(Lee et 
al., 2011a; KASI, 2018). 현재 한국천문연구원(KASI)에
서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가 수록

되어 있는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역서를 

매년 발행 한다1. 역서에 수록된 날짜와 시각의 경우는 

1 천문법, [법률 제14906호, 제2조 6항].

역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태양력(Solar calendar)과 

태음력(Lunar calendar) 그리고 태음태양력(Lunisolar cal-
endar)으로 구분한다. 태양력은 율리우스력(Julian calen-
dar)과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 있으며, 오늘날 

사용하는 것은 그레고리력이다. 태음력은 대표적으로 

이슬람력(Islamic Calendar)이 있으며, 태음태양력은 고대

그리스, 한국과 중국의 왕조 그리고 유대교(Jewish) 등

에서 사용하였다(Urban & Seidelmann, 2012). 한국은 

1896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하였으며, 태양력을 ‘양력’, 
태음태양력을 ‘음력’이라고 줄여서 쓰고 있다(KAO, 



50                                         CHOI ET AL.

1996). 
   역법을 포함한 국가에서의 날짜(date)와 시각(time)의 

표기는 국제표준 규격 ISO 86012를 따른다3. 이 표준의 

목적은 날짜와 시각의 숫자 표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혼란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4. ISO 8601에서 하루 24시

간제(24-hour timekeeping system)의 표현법은 오전(a.m.)
과 오후(p.m.)의 12시로 표현하는 12시 표기법(12-hour 
clock time, 줄여서 12시법)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

로 표현하는 24시 표기법(24-hour clock time, 줄여서 24
시법)이 있다. 또한 24시법은 국제표준시간표기

(International standard notation of time)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된 시간표

현은 12시법으로 표현하고, 오전・오후의 구분이 없는 

0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표현은 24시법으로 정의하였다.
   과거 한국의 역대 왕조에서도 역법에 따른 계산 결

과를 수록한 역서를 발간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서에는 

태음태양력의 역일과 12시진(時辰) 100각(刻) 혹은 96각

(刻)을 사용하였으며, 역일계산에서 한양을 기준으로 하

였다. 그러나 1896년 태양력 시행 전후로 역일(calendar 
date)과 표준시(standard time)의 규정이 크게 변화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역(曆)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날짜

와 시간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와 관례 등을 다양하게 

포괄하였다(KASI, 2003).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태양력을 시행한 1896년을 기준

으로 삼아 그 전후에 있었던 역법과 시각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발행한 

관보와 법규, 신문, 교과서 등에 나타나는 개력 이후 새

롭게 도입되고 정의된 천문역법의 용어들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제도의 도입과정을 추

적하고 그 연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역법과 시각제도

2.1. 태양력의 시행

한국에서는 1896년부터 태양력을 채택함으로서(KAO, 
1996) 역날짜(calendar date)와 시각제도(timekeeping sys-
tem)가 기존의 음력과는 크게 변화하였다. 1894년 6월

에는 국내외의 공․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

하기로 하였으며5, 다음해 3월에는 중앙을 비롯한 각 

지방의 모든 문서와 계약서 등에는 청(淸)의 연호가 아

닌 개국연호(開國年號)를 사용하게 하였다6. 그러므로 

2 ISO 8601-2:2019: 
  https://www.iso.org/iso-8601-date-and-time-format.html.

3 한국은 대한민국 국가표준 KS X ISO 8601이다: 
 https://www.standard.go.kr/.

4 https://www.iso.org/iso-8601-date-and-time-format.html.

5 『고종실록』권31, 고종 31년(1894) 6월 28일(癸酉). 

1895년부터 발행한 시헌서부터는 청의 연호 대신에 ‘대
조선개국오백사년(大朝鮮開國五百四年)’ 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895년(개국 504년) 음력 8월 15일(癸未)에 

조선은 새로운 도량형, 화폐와 시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Figure 1(a) 참조]. 

初年으로부터漸次로度量衡貨幣와時刻의制
授고 是日用事物에應用야 其計算에 習

熟케이可홈.
[內閣記錄局官報課 第138號 第5條]

   같은 해 음력 9월 9일(丙午)에는 ‘1895(개국404년) 
11월 17일을 1896(개국505년) 1월 1로 한다’는 내용의 

조칙(詔勅)이 반포되었다[Figure 1(b) 참조].

三統의 互用이 時를 因야 宜를 制이니 

正朔을 改야 太陽曆을 用호 開國五百四年

十一月十七日로 五百五年一月一日을 삼으라.
[內閣記錄局官報課 第85號 詔勅]

   그러므로 1896년부터는 태양력으로 계산된『력』이 

편찬되었다. 당시 기존의 역서인 『시헌력(時憲曆)』 또

는 『명시력(明時曆)』도 함께 편찬되었으며, 왕실의 제

례나 탄신(誕辰)과 같은 기념일 등은 시헌력법을 사용

하였다[Figure 2(a), (b) 참조]7. 그러나 1908년(순종 1)부
터는 왕실의 기념일을 양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8. 
1909년부터 시헌력법으로 계산된 명시력의 편찬이 중지

되면서 1909년과 1910년에는『력』만 편찬되었다(Lee 
et al., 2011a; Choi, 2010). 그러므로 1909년부터는 역서 

날짜 계산의 기준은 태양력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편찬된 역서를 포

함하여 1946년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처음 편찬한 역서 

또한 태양력이 기준이었다. 2010년에는 양력인 그레고

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 법률로 정의되었다9.

6 『고종실록』권33, 고종 32년(1895) 3월 10일(辛巳): 第八十六條, 明

과 淸國을 尊崇지 말고 我朝의 開國紀元이 定얏슨즉 諸般明

文과 契書等項에 淸國年號 記치 勿 事.

7 『증보문헌비고 권1 (增補文獻備考卷之一)』「상위고1」《역상연혁

(曆象沿革)》.

8 『純宗實錄』순종1년(1908) 7월22일: [第一百七十八號], 誕辰及紀念

慶節月日定以陽曆件。 竝頒布 ; 순종1년(1908) 10월 16일 : 宮內

府大臣閔丙奭以 "皇貴妃、義親王、義親王妃生辰月日, 以陽曆改正

上奏。" 允之.

9 천문법은 2012년[법률 제11383호], 2013년[법률 제11690호], 2017년
[법률 제14839호], 2018년[법률 제14906호]에 차례대로 개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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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oyal Edict No. 138, Article 5                      (b)  Royal Edict No. 85 
                (15 8th lunar month, 1895)                          (9 9th lunar month, 1895)
     

            

       (c) Royal Edict No. 5 (11 Feb. 1908)            (d) Notification No. 338 (16 Nov. 1911)                

Figure 1.  (a) Joseon dynasty tried to introduce new measurements, monetary system and timekeeping system 
(Sourc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b) Adoption: Due to the adoption of the solar calendar, a 
Royal edict was declared that November 17, 1895, converts to January 1, 1896 (Source: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c) Korean standard time was applied based on 127°30′E (Sourc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
ies) (d) Korean standard time was applied based on 135°E by Japan (Source: http://gb.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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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천문법, 법률 제10226호, 제5조 1항]

   일본은 1873년부터 태양력을 시행하였다10. 그러므로 

1873년 이래로 일본은 시헌력을 사용하던 조선과 날짜

가 서로 달랐다. 일례로 1876년 2월 3일(乙丑)의〈조일

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11, 즉 강화도 조약에는 태양

력으로 된 일본의 날짜와 시헌력으로 된 조선의 날짜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Jo, 1999). 1883년(고종 20) 음력 7
월에 중앙관청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에서 인쇄·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박문국을 처음 설치하였고, 그해 음력 10월 1일에 박문

국에서『한성순보(漢城旬報)』를 처음 발행하였다.12 같

은 해 발행한『한성순보(1883. 11. 30. 丁未)』에도 일본

과 조선의 날짜는 각각 태양력과 시헌력으로 기록되어 

있다(Jo, 1999). 그러나 태양력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1896년 이전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과의 교역

을 위해 태양력이 사용되었다. 1884년『한성순보(1884. 
04. 06. 甲辰)』에 ‘나가사키, 부산, 인천을 왕복하던 일

본기선의 출발과 도착 일시를 일본의 양력으로 환산하

였다’는 기록은 당시 개항장(開港場)에서는 태양력을 사

용하였음을 유추하게 한다(Jo, 1999). 1888년 8월 18일

에는 일본과〈변리통연만국전보약정서(辨理通聯萬國電

報約定書)〉를 체결하여 이후 일본과의 모든 문서에 태

양력을 사용할 것을 합의 한다13. 
   한편 정부의 공식기록 중에서 최초로 요일을 표기한 

것은 1895년으로, 1895년 4월 1일자 내각기록국「관

보」에 따르면, “개국 504년 4월 1일 목요일”로 기록되

어 있다(Jo, 1999; Jung, 2000). 
   한국에서 태양력으로 편찬한『력』은 그레고리력을 

채택한 것이다. 1900년 3월 12일자『황성신문(皇城新

聞)』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96년부터 적용한 태양

력은 그레고리력이었다. 당시 이 신문에는《太陽曆法과 

其沿革》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는데, 1900년 역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레고리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

다14. 이 논설의 그레고리력에 대한 설명은 『증보문헌

비고(增補文獻備考)』「상위고1」《역상연혁(曆象沿

10 명치5년(1872) 11월 9일 [태정관포고 제337호].

11 [第5款] 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

定地名開口之期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筭共爲

二十個月.

12 『고종실록』고종 22년(1885) 3월 28일(丁卯).

13 고종실록 고종25년(1888) 8월 18일(丁酉): [第七款] 兩國間交送萬

國電報及其應用文書記載月日, 均用陽曆.

14 광무4년(1900) 03월 12일(월) 『황성신문(皇城新聞)』第五十二號.

革)》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증보문헌비고』에 따르

면, 고종 31년 (1894)년 11월에 태서태양력(泰西太陽曆)
을 쓰고 시헌력(時憲曆)을 참용하였다고 하면서, 태양력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한다

(KAO, 1996). 그레고리력의 치윤법에 따라 윤월은 2월

말에 윤일을 삽입한 달이다. 즉 태양력에서 한 달의 길

이는 31일의 대월과 30일의 소월이 있고, 특히 2월은 

28일이면 평월, 29일이면 윤월이라고 하였다. 그레고리

력에 따라, 서기년도에 대해서 정확히 4로 나눌 수 있

는 년도는 윤년(閏年)으로 하고,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

는 평년, 다시 400으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한다(Urban & Seidelmann, 2012). 따라서 1900
년은 그레고리력으로 평년이기 때문에 2월은 28일까지

만 있어야 하지만 Figure 3과 같이『대조선개국오백오

년세차병신시헌력(大朝鮮開國五百五年歲次丙申時憲

曆)』의 음력 2월장 하단의 양력날짜(Figure 3의 빨간박

스 참조)는 윤달로 잘못 표시하여 29일까지 표기되어있

다. 이는 마치 당시 태양력으로 율리우스력(Julian calen-
dar)을 채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만약 율리우스

력이라면 1900년은 윤년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履歷書)』에는 

위와 같이 1900년『력』에 잘못 기재된 역일에 대한 사

건을 ‘양력주착(陽曆做錯)’이라고 하였으며, 관련된 삼

력관(三曆官)이 1899년 12월 30일자로 견책(譴責)을 받

았다는 기록이 있다(Choi, 2010). 1901년 『력』은 전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씩 밀린 역일을 수정하여 태양력

의 역일을 바르게 발간하였다(Choi, 2010).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인『력』의 하단에는 음력날

짜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어 조선총독부에서는 1937년 

역서부터 양력의 역일만 표기하는 방침을 세웠고15, 
1940년부터 그 방침이 적용되었다(Choi, 2010).

2.2. 표준시의 시행

현재 세계 각 국가에서는 표준시(standard time)를 사용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prime meridian)을 기준으로 15°도 간격의 경도를 표준

자오선(standard meridian)으로 채택하고 있다. 경도 15°
도는 1시간에 해당하며, 각국의 표준시는 대부분 1시간 

단위의 차이로 설정되어 있다(KASI, 2018). 한국은 동경

(east longitude) 135°를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협정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이하 

UTC)16 보다 9시간 빠르다(UTC+09:00). 

15「국민보(The Korean National Herald)」, 1461호, 1936년 12월 30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16 UTC는 TAI(International Atomic Time)와 정수의 초간격 만큼 차이

가 나고, UT와 0.9초 이내로 유지되는 시척도로 라디오의 시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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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시각으로 사용하고 있다(KASI, 2018). 또한 UTC는 1972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표준시로 이전에는 세계시(UT)가 사

용되었다. 

   

  (a) The 11th month page of the lunisolar calendar (Shixianli) for the year 1896 (Source: KASI)

(b) December page of the solar calendar (Ryeok) for the year 1986 (Source: National Library of Korea)

Figure 2.  Two type of almanacs for the year 1986: (a) is Korean Shixianli (時憲曆) and (b) is the Korean solar calen-
dar, Ryeok (曆) for the same year of 1896. Since 1896, two versions of the almanacs were published until 1908, 
which used the lunisolar calendar and solar calendar. The Shixianli has a solar date on the bottom of pages (See the 
red bo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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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astronomical almanacs of the 
Shixiansli for the year 1900 (source: KASI): 
February of the solar calendar at the bottom of 
the lunar calendar is incorrectly marked as a 
leap month (See the red box).

   평균태양시를 국제공용화 하기 위해, 1884년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자오선회의(International 
Meridian Conference)에서 그리니치 자오선을 본초자오

선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Malin S. R., 1985;    
Howse, 1980). 당시 천문학에서의 표준시는 그리니치평

균천문시(Greenwich Mean Astronomical Time, GMAT)였
으며, 정오(noon)가 하루의 기준점이었고, 일상생활(civil 
time)에서는 자정이 기준이었다(McCarthy & Seidelmann, 
2009). 1925년부터는 자정(midnight)에서 하루가 시작하

는 그리니치평균시(Greenwich Mean Time, GMT)를 사용

하였다(Smart, 1977). 1920 ~ 30년대에 원자시계가 도입

된 이래로 지구자전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28년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은 지구자전속도에 기초한 세계시(Universal 
Time, UT)를 역서에 사용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1950년

경에 지구자전속도의 변화 원인을 조석력에 의한 100년

당 약 1.5msec의 변화, 지구의 외핵과 맨틀의 마찰에 의

한 10년당 약 최대 4msec의 변화 그리고  1년 동안 약 

1.2msec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적 변화 등으로 

정리하였다(Howse, 1980). 1952년부터는 UT0에서 극운

동(polar motion)의 영향을 제거한 UT1을 사용하기 시작

했고, 1972년부터 국제원자시(International Atomic Time, 
TAI)가 공식화되면서 동시에 협정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가 상용화되었다(Howse, 1980 ; 
KASI, 2018). 
   태양력시행이후 해방이전까지 시기의 표준시는 1908
년과 1912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 먼저 

Standard 
meridian

Applicable 
period Legislation

127°30′E 1908.04.01. 
-1911.12.31.

Gazette No. 3994 (Royal 
Edict No. 5)

135°E 1912.01.01. 
-1954.03.20.

Gazette of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No. 367 
(Notification No. 338)

127°30′E 1954.03.21. 
-1961.08.09.

Presidential Decree No. 76, 
Mar. 17, 1954

135°E 1961.08.10. 
- Present

Act No.767, Aug. 7, 1961
Act No.3919, Dec. 31, 1986
Act No.0640, May 19, 2011

Table 1.  The change of the standard time
 in Korea since 1908 (KAO, 1996) 

1908년은 경성(서울)을 기준으로 한 첫 공식적인 표준

시로 19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17, 관보(1908년 

2월11일자) 에 실려 있다[Figure 1(c) 참조].

二月七日에 大韓國標準時에 關 件을 裁可
야 勅令으로 頒布이 如左니 從來慣用든 

京城時刻 卽英國「구린위취」觀象坮 子午儀의 

中心을 基本으로 . 東經百二十七度三十分의 

平時로써 大韓國標準時로 定홈. 本令은 隆熙

二年四月一日로브터 施行홈. 
[勅令 第5號]

   당시에는 표준시의 기준이 GMAT이었으므로 동경 

127° 30′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표준시는 ‘GMAT 
+8:30’이 된다. 1912년 1월 1일부터는 일본에 의해 동경 

135°를 한국의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Figure 1(d)와 같이 조선의 표준시를 동경 

135°에 의한 표준시로 하는 관보를 고시하였고, 기존의 

밤 12시(오전 00시)를 오전 00시 30분으로 변경하였

다18.

    조선의 표준시는 명치 415년 1월 1일부터

중앙표준시(中央標準時, 동경 135°)에 따른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67호, 고시 제338호]

   동경 135°는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를 지나는데, 일

17 순종실록(純宗實錄) 건륭2년 2월 7일(양력); 官報 隆熙 2年 2月 21
日(화) [內閣法制局官報課 제3994호] 

18 [조선총독부 관보 제 375호] 현행 조선표준시의 밤12시를 신표준

시(新標準時)의 오전 0시 30분으로 함.; 朝鮮總督府官報 

1911.11.16, 每日申報 1911.12.7. : 韓國 標準 時間을 오늘부터 日

本 中央 標準時에 依하여 午前 11時 30分을 正午로 改正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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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1872년 그레고리력을 시행한지 16년 이후인 

1888년 1월 1일부터 동경 135°(GMAT +9:00)를 일본표

준자오선으로 사용하였다(Niimi, 1997). 
   1908년 대한제국에서 표준시를 공식화하기 이전부

터, 철도나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시

의 개념을 채용하고 있었다. 1899년 한국에 처음 철도

(경인선)가 개통되었으며 한양의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을 사용하였다19.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철도는

(Lee et al., 2011b), 일본의 중앙표준시 즉, 135°E를 기준

으로 하는 철도시각을 적용하였다20. 이에 따라 1906년 

6월부터는 일본 통감부소속 관서에도 일본의 표준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21. 그러나 1908년 4월 1일 서울을 기

준으로 한 대한국표준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도의 시각도 127° 30′E을 기준으로 한 대한국표준시

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의 경부선과 경인선의 

발착시각도 한국의 표준시로 변경되었다(Korail, 2010)22. 
또한 기존의 통감부 및 소속 관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까지 기존의 일본표준시에서 한국표준

시를 따르게 하였다23. 그러나 4년만인 1912년 135°E로 

변경되면서[Figure 1(d) 참조] 철도를 비롯한 모든 시각

이 이에 따라서 다시 변경되었다. 
   표준자오선의 변경은 1913년부터의 역서(曆書)의 역

일 계산에서도 135°E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태양시를 적

용하여 편찬되었다(Choi, 2010). 해방이후, 1954년에는 

다시 127° 30′E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자오선을 사용하

였다가 1961년부터 다시 135°E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

용하고 있다(KAO, 1996). Table 1은 1908년부터 현재까

지 한국에서 적용된 표준자오선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발행한『1997년 역서』에 수록된 내용

이다.

3. 시각제도의 변화

3.1. 역서의 시각표현

19 1904년 11월 18일 《황성신문》第一千八百四号: 從來鐵道用時刻은 

韓國標準時를 用더니 來十一月二十日붓터 內地中央標準時를 依

야 列車를 運轉홈 十一月 京釜鐵道株式會社.

20 明治37년11월18일 [社第乙四八號]: 拜啓從來鐵道用時刻ハ韓國標準

時ヲ用ヒ來リ候處來十一月二十日ヨリ內地中央標準時 (內地中央標

準時ハ仁川ニ於ケル韓國標準時ニ比シ三十二分早シ) ニ依リ列車運

轉致候ニ付此段御届申上候也.

21 明治 39년 6월 2일 [統監府令 제13호]: 統監府 及 所屬官署에서 用

하는 時間은 帝國標準時에 依함.

22 1908년 05월 25일 대한협회회보 제2호, 내지휘보(內地彙報): 時間

歸正 我國 標準時 四月 一日브터 施行으로 從來日本時 履

用든 京釜 京義 兩線의 發着時間도 京城時間을 準行얏더라. 

23 明治 41년 2월 15일: [統監府告示 第五號] 統監府 及 所屬官署에서 

使用하는 時는 韓國標準時에 依함. 
   [附則] 本令은 明治四十一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함.

조선에서의 시(時)의 표현은 하루를 12등분한 12시진(時
辰)과 하루를 100각으로 나누는 100각법(刻法)을 사용하

였다. 12시진에서 1시진은 초(初)와 정(正)으로 등분하

였고, 100각법의 1각(刻)은 현대시각으로 14.4분에 해당

한다. 효종5년(1654)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하면서 12시

진 96각법으로 변경되었고, 96각법의 1각은 15분이 되

었다(Lee et al., 2009). 
   역서에서 24기(氣)의 입기시각이나 달의 삭․현․망(朔․
玄․望)시각 그리고 일출입시각 등에 12시진을 사용하였

다24. 그러나 1896년 태양력 시행이후 발행한『력』부터

는 12시진이 아닌 현대의 시간표현과 동일하게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있다. 다만, 오전과 오후를 구분한 

12시법(12-hour clock time)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ure 4
는 1896년 같은 년도에 편찬한『시헌력(時憲曆)』과

『력(曆)』이다. 양력으로 12월 5일에 해당하고 음력으

로는 11월 초1일(壬辰)인 같은 날 합삭시각의 시각표현

을 살펴보면, 시헌력에서는 12시진의 방식인 ‘축초삼각

십이분(丑初三刻十二分)으로 표기하였고, 『력』에서는 

12시법 방식인 오전 1시 57분(前1時57分)으로 표기하였

다. 또한『력』은 Figure 5와 같이 낮12시와 밤12시는 

각각 ‘오후 0시(午後O時)’와 ‘오전 0시(午前O時)’로 표

현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력의 12시법은 12시진을 단순

하게 12시법으로 변환한 시각이다. 즉, 시헌력의 시각은 

진태양시이고,『력』또한 평균태양시가 아닌 진태양시

(true solar time)를 단순하게 12시법으로 변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Figure 4와 같이 같은 날의 합삭시각이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896년 이후의 『력』은 12시법

으로 나타내었지만, 수록된 시각들의 기준위치를 기재

하지 않아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1896년

부터 1912년까지의 일출입시각은 동경 127° 30′(서울 기

준)이었고, 합삭시각은 동경 120°(북경 기준)이었다

(Choi, 2010). 
   한편, 24시간제(24-hour timekeeping system)에 관한 

법률은 광무 4년(1900) 10월 1일(월)에 처음 제정되었

다. 
 

一日이라 稱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은 十二個月을 謂이라.
[內閣記錄局官報課, 附錄 法律 第44條 in 1900]

24 조선후기『시헌서(時憲書)』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등

에서의 24기 입기시각, 일출입시각, 삭․현․망(朔․玄․望)시각의 표현

은 12시진(時辰)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정(子正)근처의 시각표

현도 경점법(更點法)이 아닌 12시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772
년 시헌서에서는 자정근처에 합삭시각이나 24기가 있을 경우는 

각각 ‘子正三刻一分’이나 ‘夜子初初刻九分’ 등으로 기록한다. 반

면, 객성(客星)등을 관측한 기록은 당일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시

간의 연속이므로 경점법(更點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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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Shixianli (時憲曆)』(Left) and
『Ryeok (曆)』(Right) for the year 1896 (source: 
KASI) : December 5 by the solar calendar corre-
sponds to the first day of the 11th month by the 
lunisolar calendar. On the same day, the time of 
the new moon is notated as 12-double hours in 
the Shixianli and 12-hour clock time in Ryeok 
(See the red box).

   이어 광무 9년(1905) 6월 3일(토)과 융희 2년(1908) 7
월 27일(월)에 24시간제에 관한 조항이 연속해서 일부 

개정되었다. 아래는 각각 1905년과 1908년(Figure 6 참

조)의 내용으로 1900년의 [법률 제44조]에 비해 1년의 

길이와 반년의 길이에 관한 정의가 각각 추가되었다. 

一日이라 稱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은 三百六十日을 謂

이라.
[刑法大全 第1編　法例 第1章　用法範圍 

第7節　名稱分析 第48條 in 1905]

一日이라稱은二十四時며 一月이라稱은 三

十日이며 半年이라稱은 六個月이며 一年이라

稱은 曆을從이라.
[內閣法制局官報課, 號外 法律 第48條 in 1908]

   1913년 역서부터는 역면의 첫 페이지에 표준시와 일

출몰 그리고 일월식시각의 계산기준위치가 수록되어 있

는데, 표준시는 135°E를 기준으로 하고 일월출몰과 일

월식은 인천관측소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Choi, 2010). 
한편, 1909년부터는 학부편집국에서 편찬한『력』과는 

별도로 농상공부관측소에서 매년『일용편람(日用便 

覽)』을 편찬하였다(Choi, 2010). 일용편람의 역일부(曆
日部)에는 일출입시각, 삭현망시각, 일월식 등 일력자료

Figure 5. 『Ryeok (曆)』for the year 1896: ‘Noon’ 
is notated as ‘午後O時’ at the start time of the 
solar eclipse in August (source: KASI).

의 계산 기준위치와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범례(凡
例)에 따르면 일용편람의 일력자료는 대한표준시(大韓

標準時)에 따른 평시(平時)를 사용하고, 자정을 하루의 

기준으로 한 24시법을 사용하였다. 대한국표준시는 그

리니치를 기준으로 한 127° 30′E이고, 평시는 오늘날과 

같은 평균태양시(mean solar time)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909년부터의 일용편람은 인천관측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태양시를 사용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의 『력』은 동일한 표준자오선을 사

용하지만, 기존의 시헌력처럼 일력자료들은 서울을 기

준으로 계산하였으며, 1909부터 1911년까지의 일출몰시

각은 진태양시로 계산된 값이다(Choi, 2010). 그러므로 

1909부터 1911년까지의 『력』과 『일용편람』의 시각

은 균시차(equation of time)와 인천과 서울 간의 경도차

(difference of longitude) 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2 참조). Table 2에서, 1913년 이후의 역서는 일

용편람과 동일하게 135°E를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록된 일력자료의 시각도 서로 같다. 
   1909년부터 1915년까지『일용편람』의 앞부분의 일

력자료는 인천을 기준으로 계산한 24시법을 사용하였

고, 뒷부분에 수록된 각 지방의 일출몰시각은 12시법을 

사용하였다. 1915년 12월의 조선총독부 중앙기상대 관

측소법(中央氣象臺 觀測所法)에 따라, 1916년 정월 초하

루부터는 전국 측후소의 시각은 24시법을 사용하였다25. 
이후 『일용편람』을 포함한 모든 시각은 24시법을 원

칙으로 하여 관측소 이외의 국가기관, 군대는 물론 일

25 「매일신보」19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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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ct 48, Article 4] for the year 1908: 
The definitions of the length of the day, a month, 
half of a year and a year are established by law 
(Sourc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기예보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에도 24시법을 준용하게 

하였다26. 실제 1916년 일용편람부터 모든 일력자료는 

24시법으로 변경되었으나『력』이후 1945년까지 한국에

서 발행된 역서는 여전히 오전․오후 12시법이 사용되었

다. 1945년 해방 이후 처음 발간한 1946年 역서(曆書)에
는 오전과 오후 대신에 상오(上午) 하오(下午)를 사용한 

12시법을 사용하였으며, 낮12시와 밤12시는 ‘하오0시(下
午零時)’와 ‘상오0시(上午零時)’로 표현하였다. 이어 다

음 해 역서(1947년)의 범례에는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

지 않는 ‘24시간통산제(時間通算制)’ 즉, 24시법을 사용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Central Meteorological Observatory 
of Korea, 1945). 1946년 이후 현재까지의 역서는 24시

법을 준용하고 있다.

3.2. 「한성순보(漢城旬報)」에 나타난 새로운 시각제도

태양력을 시행하면서 1896년 역서 등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12시법을 사용하였다. 비록 새로 변경된 시각표

기에 관한 법률이나 고시(告示)와 관련한 기록은 없으

나27 조선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12시법이 사용되었

으며, 정부의 공식간행물 등에서 12시진이 아닌 12시법

을 소개한 기록들이 있다. 

26 「매일신보」1915년 12월 19일.

27 명치5년(1872) 11월9일 [태정관포고 제337호] 改暦ノ詔書並太陽暦
頒布: 일본은 1872년 태양력을 반포하면서 12시진과 24시를 비교

하는《시각표(時刻表)》를 함께 수록하였다. 

Year Standard meridian Longitude for sunrise 
and sunset times

   曆 日用便覽    曆  日用便覽

1909
-1911

127°30′E* (T) 127°30′E (M) 127°30′E (T) 126°37′E**(M)

1912 127°30′E (T) 135°E (M)

1913 135°E (M) 135°E (M) 126°37′E (M)

   (T): True solar time     (M) : Mean solar time
   *127°30′E: Seoul **126°37′E: Incheon 

Table 2.  The standard meridian and the reference 
location of time data in『Ryeok (曆)』 and 『Convenient 

Reference for Daily Use (日用便覽)』. The (T) 
represents true solar time, and (M) is the mean solar 

time. 

   새로운 시각표기가 언급되거나 적용된 사례를 시기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에서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이다.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창간

되었으며, 조선의 근대문물의 도입을 통한 국정개혁의 

목적으로 발간되었다(Kim, 2011). 당시 조선은 근대문물 

도입을 위한 기술학교 설립은 쉽지 않았으며, 특히 서

양 학문을 교육시킬 교사가 없었다(Kim, 2011). 그러므

로 개화관료들은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양 인쇄방식을 도입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수를 

인출하는『한성순보』를 통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서

양 과학기술의 내용과 서양문물들을 알리고자 하였다

(Kim, 2011). 특히 한성순보는 정기적으로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파견된 360여개 달하는 군현 단

위의 외직 관리들, 지방 유학자들에게까지 인쇄물로 제

공했다. 
   1884년 제18호『한성순보』의 「국내사보(國內私

報)」, 《음양양력대비(陰陽兩曆對比)》편에는 태양력과 

음력을 비교하는 내용과 함께 24시법에 대해 최초로 설

명하고 있다28. 

우리 아주(亞洲) 각국들은 예부터 태음력(太陰

歷)을 써왔는데 달이 한번 차고 한 번 이지러

진 것을 기준하여 하나의 월(一月)로 정하였으

므로 달에는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으며 

12개월을 한해로 하고, 3년마다 윤월(閏月)을 

두어 4계(季)를 조리(調理)하고 있는데 반하여, 
저 서양 각국에서는 근래 모두 태양력(太陽歷)
을 사용하고 지구가 태양을 일주하는 기간을 

한 해로 정하여 한해를 12개월로 나누었지만 

28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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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크고 작은 것이 각기 일정하여 바꾸지 않

는다. 큰 달은 31일인데 다음과 같다. 1월·3월·5
월·7월·8월·10월·12월, 그리고 작은 달은 30일이

다. 4월·6월·9월·11월 또 2월은 28일인데 4년마

다 윤년(閏年)이 되면 29일이 된다. 그러므로 

당해년(常年)은 3백65일이고 윤년이면 3백66일

이 된다29.

   태양력과 태음력의 윤달을 비교하였으며, 태양력의 

큰 달(31일)과 작은 달(30일)은 일정하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어 24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태양력은 반드시 하루를 24시로 나누고 한 시

(時)는 60분, 1분은 60초이다. 또, 정오(正午)와 

정자(正子)가 각각 12시, 미초(未初)와 축초(丑
初)가 각각 1시이다30.

  
   24시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음양양시표대비(陰陽兩

時表對比)》표를 수록하여 12시진과 12시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은 시헌력의 12
시진을 12시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전

과 오후에 각각 12시가 반복되자 시간의 경계를 나타내

는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Table 3에서, 
오정(午正)과 자정(子正)은 12시진에서 쓰는 표현으로 

12시법에 대응하면 각각 오전 12시, 오후 12시에  해당

한다. 한편 이 기사의 본문에는 낮12시와 밤12시를 각

각 정오(正午)와 정자(正子)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1884년 한성순보에서 12시법이 소개된 시점부

터는 오전과 오후, 정오와 자정을 구분하는 용어들의 

사용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3. 한영사전의 시간 용어 변화

1895년 이후 조선에서 편찬된 교과서나 최초의 한영사

전에서도 12시법이나 24시법과 같은 새로운 시각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교과서나 서적 등에 나타

난 ‘시(時)’에 관한 표기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른 변화

를 추정할 수 있다.
   현대에는 시간이나 시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29 我亞洲各國自古用太陰歷以太陰之一盈一虧爲一月 故月有大亦有小以

一十二月爲一歲 而三歲一閏以調理四季而彼西洋各國近皆用太陽歷

以地球一周太陽爲一歲分一歲而爲一十二月 月各一定大小更無變易

其大者爲三十一日如左 一月 三月 五月 七月 八月 十月 十二月 其

小者則爲三十日 四月 六月 九月 十一月 又 二月則爲二十八日 而

四年有閏則增爲二十九日 故常年爲三百六十五日 以閏年則三百六十

六日也.

30 太陽歷則必以一日爲二十四時 一時爲六十分 一分爲六十初 且以正午

與正子各爲十二時 未初與丑初各爲一時.

12 Shí
(時辰,  12- 
Dual hours)

12-hour 
clock 

12 Shí
12-hour 

clock

未初 午後一時 丑初 午前一時

未正 同二時 丑正 同二時

申初 同三時 寅初 同三時

申正 同四時 寅正 同四時

酉初 同五時 卯初 同五時

酉正 同六時 卯正 同六時

戌初 午後七時 辰初 午前七時

戌正 同八時 辰正 同八時

亥初 同九時 巳初 同九時

亥正 同十時 巳正 同十時

子初 同十一時 午初 同十一時

子正 同十二時 午正 同十二時

Table 3.  《Time comparison chart between 12-dual 
hours and 12-hour clock time (陰陽兩時表對比)》

in 「Hanseong sunbo (漢城旬報)」

는데, 시간은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뜻

하고, 시각은 시간 사이의 한 시점(point)을 의미한다.31 
그러나 시간이라는 용어는 ‘시(時)’ 라는 말과 사이를 

의이를 의미하는 ‘간(間)’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형성된 

근대적인 번역어로 Time이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에 

도입된 것이다(Lee, 2002). 한국에서도 1890년에 최초로 

한영사전32이 편찬되었으며, Time과 같은 용어가 한국

어로 번역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1896년 전후로 한국에

서 발간된 한영사전에서 시(時)와 관련한 용어들을 찾

아서 시대별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1890
년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인『한영뎐(韓英字典)』을 

편찬했다(Go, 2015). 현재 명지대학교도서관 소장되어 

있는『한영뎐(韓英字典)』을 보면, 사전의 앞부분은 

한영사전이고 뒷부분은 반대로 영한사전으로 되어있다. 
한영사전에서는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한국 용어와 한

자 그리고 영어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용어설명도 해 놓았다(Table 4 참조). 반면 영한사전에

서는 영어 용어와 이를 번역한 한국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Table 5 참조). 한영사전과 영한사전에서 시(時)는 

Hour나 Time으로 번역하였지만 1890년은 시헌력법의 

12시진을 사용하던 시기로 한국의 1시간은 서양의 12시

법의 2시간과 같다는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Table 4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2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http://www.e-core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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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ood (1890) Gale (1897)

Kor. Eng. Kor. Eng.
Si (時) Hour, Time (A 

Korean hour equals 
two foreign hours)

Si (時) The time, The hour

Sigak (時刻) Fifteen minutes Sigak (時刻) Hours and minutes - 
time

Osi (午時) Noon, mid-day, 
The Korean fifth 
hour, from 11 
a.m. to 1 p.m.

Osi (午時) midday, from 11 
a.m. to  1 p.m.

Nat (午) Midday, noon Nat (午) The day in contrast 
to night, 
Midday, noon

Naje (午) Day-time -

- Ojeong (午正) Mid-day ; noon

- Jeongo (正午) Noon; just noon

- Jajeong (子正) The middle of the 
1st or Cha hour 
(子時)-12P.M.

- Sango (上午) The forenoon

- Hao (下午) The afternoon

- Ojeon (午前) The forenoon

- Ohu (午後) The afternoon

Table 4.  Comparison of 『Korean-English Dictionary』 
in the 1890 version with the 1897 version

참조). 한편 ‘시각(時刻)’은 ‘Fifteen minutes’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12시 96각법에 따라 1각(刻)이 15분인 것

을 감안하면, ‘시각(時刻)’을 96각법의 ‘각(刻)’으로 동일

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able 5는 영한사전으로 날

짜와 시에 관련한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Time은 ‘때’
로 번역 되었으며, Hour는 ‘시’나 ‘때’로 번역되었다. 그

리고 Noon은 ‘낮’이나 ‘오시(午時)’로 번역하였다. 
   한영사전은 그 이후로도 한국에서 여러 번 간행되는

데, 1897년에는 게일(Gale, J. S.)이『한영뎐』33을 편

찬하였다. 이 사전의 앞부분은 한영사전이고, 뒷부분은 

중영사전으로 되어있다. 이 사전은 1890년판『한영
뎐』을 기초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언더우드의 사전과 

비교하면, 게일의 사전은 용어의 뜻이 여전히 같은 것

도 있지만 일부 변경된 것과 새로 추가된 용어들이 있

다. Table 4를 보면, 게일의 한영사전(1897)에서 ‘시각

(時刻)’ 이라는 용어는 Hours and minutes – time으로 번

역되어, 언더우드(1890)의 Fifteen minutes와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정과 정오 두 용어가 모두 새

롭게 추가되었다. ‘오정(午正)’은 언더우드 사전(1890)에

33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

English terms Korea terminology

Afternoon Ohu, Nat-hu, Jeonyeongnajeol

Date  Ilja, Nyeongi 

Day Nal, il

Forenoon Ojeon, Achimnajeol 

Midnight Bamjung

Noon, Midday Nat, Osi

Time Ttae

Hour Si, Ttae

Minute Bun

Table 5.  『Korean-English Dictionary (韓英字典)』in 
1890: The English-Korean dictionary chapter 

of a dictionary

수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실록 등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34. 게일의 사전(1897)에서 오정은 Mid-day 로 낮의 

중심을 의미하지만 12시진에 대응하면 오시의 중앙이라

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오는 

No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상오(上午)와 하오(下午)의 

용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상오와 하오는 오전과 오후

의 용어와 함께 새롭게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최초의 영

한사전(1890)이 편찬되기 이전부터 일부 사용되었다.
   게일은 1911년에 새로 개정한 『KOREAN-ENGLISH 
DICTIONARY』35를 편찬하였다. 이 한영사전에는 ‘시간

(時間)’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For a little while; for 
an instant’로 번역하였다. 이외에도 ‘오정포(午正砲)’는 

‘The noon gun, to the twelve o′clock cannon shot’으로 

번역하였다. 이 오정포는 ‘오정에, 정오를 알리는 포’로 

1884년 고종의 교지를 통해 시행되었고(Lee, 1984),36 
1908년 일본통감부에 의해서 대한국표준시의 시행과는 

별도로 오정포로 정오를 알렸다(Kang, 2007). 오정포는 

게일의 한영사전 중에서 1897년판에는 없으나 1911년판

에 새롭게 수록되었다. 

34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윤5월 20일(癸亥): “自今爲始, 午正及人

定罷漏時, 放大砲于禁川橋事, 分付親軍三營。” ; 고종 32년(1895) 
9월 29일(丙寅) : 宮內府布達第四號, 從前人定及罷漏時鐘을 廢止

고 午正例를 依야 子正에도 鐘을 撞홈。 報時와 更鼓의 節次

 一體廢止홈 [궁내부(宮內府) 포달(布達) 제4호].

35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36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윤5월 20일(癸亥): 敎曰 “自今爲始, 午

正及人定罷漏時, 放大砲于禁川橋事, 分付親軍三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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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imsangsohak』《Vol.1, Chap.6: Tim
e》: The definitions of 24 hours, the length of 
the day, a week, a month, and a year are con-
tained in this chapter (Source: National Library 
of Korea). 

3.4. 교과서의 시각제도 변화

교과서에서도 새로운 시(時)의 표기에 관한 내용이 수

록되어 있다. 당시 교과서는 교육 환경이 미흡했던 상

황에서 신문물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

다. 그러므로 원래 소학교용(초등학교) 교과서이지만, 
개화된 세상에 대한 서구문물이나 지식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교과서의 목적이었다(Park & Kim, 2013).
   1895년(고종 32) 2월의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 
와 7월의 [소학교령]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 정책을 담

당하는 부서인 학부 편집국(學部編輯局)에서는 소학교

용 교과서인『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을 같은 해 

8월에 출간하였다37.『국민소학독본』은 제10과《시계

(時計)》에서 전 세계의 시계 역사를 다루고, 제25과 

《시간각수(時間恪守)》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시간각수》단원에서는 시 표기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각을 12시법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시각 표현에 있어서 ‘상오십이점

(上午十二點)’과 ‘하오사점(下午四點)’이라고 쓰고 있다.
   한편, 1896년 2월에 소학교용 교과서인『심상소학

(尋常小學)』이 편찬되었다. 1896년 태양력을 시행한 이

후의 교과서로 이전과는 다르게 근대의 24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발간된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시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Jeon, 2005). 「심상소학」 제1권의《시(時)》
의 단원에는 로마자로 된 시계 그림이 수록되어 있으며

37 이 교과서에는 제10과 《시계(時計)》의 단원이 있으나 시각제도

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전 세계의 시계 역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Figure 7 참조), 24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38. 여기

서 1시간은 60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간’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었다. 두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를 원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39,『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의 원본은 1888 - 1889년 사이에 일본에서 편찬한『고

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이며40,『심상소학(尋常小

學』은 1887년의『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이다

(Kang, 2014; Gwon, 2014). 국민소학독본의 시간과 관련

한 내용을 일본판과 비교하면,《시간각수》단원의 제목

과 동일하게 일본판도 ‘시간(時間)’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데, 조선의 ‘上午十二點’과 ‘下午四點’은 각각 

‘十二時’와 ‘午後四時’로 다르게 표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점(點) 또는 12점종(點鐘)제는 19세기 말에 조

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의 표현으로 조선의 공식문서

에도 사용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1883년 조선의 외교문

서에는41 상오·하오와 함께 12점종(十二點鐘)제를 사용

한 기록이 있는데, 군주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에 미

국 흠차대신(Lucius H. Foote)을 초대하는 글에는 “하오

육점종(下午六點鐘)”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886년

『일성록(日省錄)』42의 육영공원설치와 관련한 기사와 

1894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관제]43와 관련한 기사

에서도 상오와 하오로 구분한 12점(點) 또는 12점종(點
鐘)제를 사용하고 있다. 12점(또는 12점종)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는 사용한 기록이 없으며, 위의 기록에 

38 한국에서 최초의 시계탑은 1888년에 세워졌으며, 1901년과 1908년
에 세워졌다. 그러나 앞의 두 시계탑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1908년에 대한의원 시계탑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계탑이다.
이들 시계는 로마자로 된 시계판을 사용하였으며, 12시법을 사용

하였다(김태호, 2014, 대한의원 탑시계 복원사업 백서, 서울대학

교 의학역사문화원).

39 Park(2013)의 연구에서『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은 일본의 

교과서인『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과 내용이 78%정도가 같

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교과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時)와 관련한 부분은 일본 교과서와 동일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본교과서의 관계만 다룬다. 

40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의 제25과 《시간각수》단원은 

1889년에 일본문부성에서 편찬한『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
5권에 실려 있다.

41 고종20년(1883) 7월23일 『舊韓國外交文書』 10, 美案 1 : 本年七

月二十五日, 恭遇我大君主聖壽慶節, 不任懽忭之至, 擬於是日下午

六點鐘, 在本署設酌志喜, 敢祈貴大臣屆期賁臨, 貴參賛階枉爲感, 此

頌時祉. 

42 고종 23년(1886)《내무부이육영공원설학절목참작서입계(內務府以育

英公院設學節目參酌書入啓)》[제8조] : 學徒課日早起於上午六點朝

飯於七點晝尖於十二點[點心則自春分日起秋分日止]夕飯於下午六點

就宿於十點不准逾限而冬則上午七點早起下午十二點就宿.

43 개국 503년(1894년) 6월 26일-27일『更張章程存案(경장장정존안)』: 
自三月至八月上午九點進下午四點退, 自九月至二月上午十點進下午

四點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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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

로 보인다. 이 12점종은 중국의 시간표현으로 ‘상오’와 

‘하오’는 각각 오전과 오후에 해당하고, ‘점’이나 ‘점종’
은 ‘몇시, 몇분’의 ‘시(時 ; o’clock)‘에 해당 한다44. 그러

므로 당시 조선은 청(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에 조선에서 사용하던 서양식 

자명종(自鳴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96년 

『심상소학』제 1권에는 로마자로 된 시계가 그러져 있

으며, 제2권《시계를 보는 법(時計를 보는 法)》의 단원

에는 로마자로 된 자명종(自鳴鐘) 시계를 읽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종을 치는 

자명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12점(종)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최초 근대 천문학 교과서로 정영택이 1908년에 

편찬한 『천문학(天文學)』이 있다(Bahk, 2010). 이 고등

교육기관의 교과서에는《지구의 자전과 시각(地球의自

轉及時刻)》의 단원에서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경선(經線) 1°는 4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지역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시(時)와 관련해서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정오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

정은 정야(正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앞의 

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천문강화(天文講話)』
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Bahk, 2010) 같은 단원에서 

정오는 정오(正午)를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자정은 진야

(眞夜)로 표현하고 있어 자정을 뜻하는 용어는 약간 다

르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영택 『천문학』의《일(日)》단원에서는 1항

성시와 1태양시 그리고 평균태양과 균시차에 대한 설명

과 함께, 기계식 시계인 보통시계(普通時計)와 태양시

(日時計)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태양력 시행 이후 처음 편찬된 소학교나 고등교육

기관의 교과서에는 모두 12시진이 아닌 12시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한국표준시를 사용한 1908년

경에는 평균태양시나, 균시차 그리고 경도차를 설명하

고 있다. 또한, 균시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5일 간격의 

균시차 값(每五日時差)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3.5. 관보와 공공기관의 시각제도 변화

관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요시책 등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이다. 관보에 사

용하는 날짜나 시각의 표현법은 국가의 공식적인 표기

법을 사용한다. 조선, 대한제국, 조선총독부의 관보를 

통해서 시 표기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 
   1896년 태양력 시행 전후로, 근대적인 시각 표기가 

44  중중한사전편집위원회 (2015), 「연세中中韓辭典」, 서울:연세대학

교 대학출판문화원. 

점차 늘어나면서, 관보에서도 12시법을 사용한 기록들

이 보인다. 그 이전 조선 관리들의 출퇴근시간은 12시

진으로 표현한 묘유법(卯酉法)이 있었다(Nam, 1995). 그

러나 태양력을 시행하기 몇 개월 전인 1895년 6월의 관

보에는 12시진과 12시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측우기의 강우량은 12시진을 사용한 

반면, 관보집수(官報集蒐) 시간을 알리는 내용은 12시법

을 사용하였다45.  
   1895년 7월 4일의 관보에서는 관청의 집무시간을 발

표하였는데, 이때의 근무날짜와 시각은 각각 24기(氣)와 

12시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때 근무날짜에 따른 시간 표

현을 오전・오후 12시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낮12시

를 정오(正午)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날짜는 태

양력이 아닌 24기(氣)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46. 이어 

1908년에는 다시 개정된 관청의 집무시간을 발표하였는

데, 이때의 날짜와 시간은 태양력과 12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낮12시를 “정오십이시(正午十二時)”로 표현하고 

있다47. 이전부터 관리들의 출퇴근시간에는 12시진으로 

표현된 묘유법(卯酉法)이 있었으나(Nam, 1995) 1895년부

터는 12시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체국이나 철도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시 표기의 

변경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1896년 4월「독립신문」에《우체시간표》가 실려 

있는데, 오전・오후 12시법의 사용과 함께 낮12시를 정

오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해 3월의 관보에는《국내우

체규칙(國內郵遞規則)》을 반포하였는데48, 상오・정

45 고종 32년(1895) 6월10일(수) [內閣記錄局官報課, 第85號 部令]
․ 휘보(彙報): 雜事本月八日自 寅時至未時灑雨下雨測雨器水深一寸同日

夜自一更至九日開東灑雨下雨測雨器水深二分

․ 광고(廣告): …官報集蒐時間은每日午後一時로定니 其時過
 諸報吿翌日官報에記載치아니홈…(생략)….

46 고종 32년(1895) 閏5월 12일(庚戌) [閣令 第7號 各官廳執務時限]
[第一條] 各官廳執務時限은 左갓티 定홈

 　穀雨로 小暑前日지 午前九時로 午後三時지 

   小暑로 白露前日지 午前八時로 正午 十二時지 

   白露로 穀雨前日지 午前十時로 午後四時지

[第二條] 左開 日은 休暇로 홈

　 開國紀元節 七月十六日 大君主誕辰 七月二十五日 誓告日 十二月

十二日 除夕前日로 正朝三日지

[第三條] 小暑로 白露지 職務上에 無妨 則 本屬長官은 其僚屬

에 休暇 與믈 得홈

[第四條] 日曜日은 全日 休暇 作고 土曜日은 正午十二時로붓터 

休暇 作홈.

47 융희2년(1908) 7월4일 [閣令 第6號 各官廳執務時限 改正]
第一條 各官廳執務時限은 左갓치 定홈

　自四月一日至六月三十日　自午前九時至午後四時

　自七月一日至八月三十一日　自午前九時至午後一時

　自九月一日至十一月三十日　自午前九時至午後四時

　自十二月一日至翌年三月三十一日　自午前十時至午後四時

　但 土曜日은 正午十二時지.　

48 건양 2년(1897) 3월 16일[勅令 第16號 國內郵遞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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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오를 사용한 12시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1900년 관보에 발표된 서울과 인천 간 개정된《우체물 

발송시한(郵遞物 發送時限)》에서도 아래와 같이 12시

법을 사용하였다49.

郵遞總司의 分傳하는 時限은 左와 如하다. 城

內 上午 9時, 正午 12時, 下午 3時, 下午 6時, 
城外 上午 10時, 下午 7時 但 各 港口와 各 

地方司에서 分傳하는 時限은 該司 揭示板에 

公告한다.

   1899년 9월「독립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에서 첫 

개통된 경인선은 12시법으로 철도시(railway time)를 나

타냈었다50. 그러나 1907년 6월「황성신문」에 따르면, 
철도회사가 이탈리아(伊太利)와 벨기에(白耳義)의 사례

를 본 따 24시법을 채용하였다. 이때 오전 시간은 로마

숫자, 오후 시간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으로써 오전

과 오후를 구별하였다51. 
   24시법은 하루의 시간을 간결하게 24까지의 숫자로

만 표기하기 때문에 오전·오후의 12시가 주는 혼란을 

없앨 수 있다(Edward Shortt, K. C., 1920).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철도와 군대 등에서 주로 24시법을 채용하여 

종종 ‘Railway time’, ‘Military time’으로 부르곤 하였다. 
이탈리아는 1893년에 최초로 철도시를 12시법에서 24시

[第5條] 郵遞總司와 各 郵遞司의 執務時限은 左와 如하다.

    上年 7時로부터 下午 7時까지 但 日曜日과 各 名節은 上午 8時

부터 下午 10時까지

[第6條] 休暇日은 左와 如하다. 日曜日, 國內 各 慶節日

[第7條] 郵遞總司의 分傳하는 時限은 左와 如하다.城內 上午 9時, 正

午 12時, 下午 3時, 下午 6時, 城外 上午 10時, 下午 7時 但 各 

港口와 各 地方司에서 分傳하는 時限은 該司 揭示板에 公告한다.

[第8條] 郵遞總司 集信하는 時限은 左와 如하다.城內 上午 8時, 上午 

11時, 下午 2時, 下午 5時, 城外 上午 7時, 下午 4時

[第9條] 郵遞總司에서 各 港口와 各 地方司에 發送하는 時限은 左와 

如하다.每日 上午 9時 30分, 江界는 每個月 4日 9日 14日 19日 

24日 29日, 鏡城 慶興은 間 1日, 但 間 5日 或 間 1日 發送하는 

日期는 農商工部大臣이 該司 事務의 就旺하기를 待하여 臨時 進

定함을 得한다.

49 광무5년(1900) 7월7일(목) [通信院令 第4號], [칙령 제16호, 제7조, 
국내우체규칙(國內郵遞規則)].

50 1899년 9월 16일 『독립신문』: 本月五日붓터 左갓치 時間을 改正

하고…仁川發(東行列車)-午前七時, 同十時, 午後二時,同五時, 京城

發(西行列車)-午前七時二十五分, 同十時二十五分, 午後二時二十五

分, 同五時二十五分.

51 광무10년(1907) 6월 10일(월)「皇城新聞」外報 (照謄)《二十四時法

의 採用》: 俄國鉄道會社에셔 伊太利及白耳義의 例를 効倣야 

去月一日붓터 時間의 計筭에 午前 午後의 區別을 廢止고 二十

四時을 採用야 各停車場의 時計에 一時로붓터 十二時지 羅
馬數字, 十三時붓터 二十四時저 亞剌伯數字로 記기로 改

定얏 此計筭을 據 則 午後七時三十分은 十九時三十分이

라 稱고 午後九時 二十一時라 稱다더라.

법으로 변경하였고, 프랑스는 1909 ~ 1910년 사이에 24
시법을 도입하였다(Edward Shortt, K. C., 1920). 영국은 

1919년에 24시법이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과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Bailey, 1919), 1920년이 되어

서야 이를 도입하였다. 
   또한 현재는 역법에서 역날짜(calendar date)와 UTC, 
그리고 지방시(local Time) 이외에도 대부분의 천문학적

인 날짜(date)와 시각(time)을 표현하는데 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24시법과 그레고리력이 기준인 ISO 8601이 적용되고 

있다52. 
   한편, 조선에서 1907년에 처음 철도시간에서 24시간

제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8년 9월

부터 다시 기차 시간에서 오전과 오후를 폐지하기로 하

였다53. 또한, 역법에서는 3.1에서 언급했듯이 1916년 일

용편람에서부터 24시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역서에

서는 1947년부터 12시법에서 24시법(24시간 통산제)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12시법의 사용과 특수한 상황의 

24시법의 전환은 조선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태양력을 시행한 1896년을 기준으

로 삼아 그 전후에 있었던 역법과 시각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조선에서는 1884년 외교통상에서 임시적으로 

태양력을 사용하였고, 1896년 처음 태양력을 시행하여 

태음태양력과의 병용시기를 보낸 후, 1909년부터 완전

히 태양력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1896년 이전부터 일본과 교역하는 지역에서는 태양

력을 병용하였다. 일본은 1873년부터 태양력을 시행하

였고 시헌력을 사용하던 조선과 역일이 서로 달랐다. 
1884년 부산・인천과 일본을 왕복하던 일본 여객선의 

발착일시나 1888년에 일본과의 조약 등 외교와 통상의 

분야에서 조선은 임시방편으로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1896년 태양력 시행과 함께 태양력 역서인 『력(曆)』
이 편찬되었다. 당시에는 음력일이 기준인 시헌력이 함

께 편찬되었으며, 왕실의 제례나 탄신과 같은 기념일 

등은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였다. 순종 대인 1908년 4월

에는 표준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왕실의 기

념일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하였다. 1908년을 마지

52 https://www.iso.org/obp/ui#iso:std:iso:8601:-1:ed-1:v1:en: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Resolution B1.9 (2000),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Resolutions adopted at the 
24th General Assembly, 2000.

53 1928년 08월 26일『동아일보』: 午前午後區別廢止 卄四時間으로 

計算 긔차시간에 오젼 오후 폐지 日鮮滿運輸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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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시헌력법으로 계산한 명시력의 편찬을 폐지하여 

1909년부터 태양력만 공용화하였다. 
   둘째, 태양력 시행이후, 해방이전까지 한국에서의 공

식적인 표준시의 사용은 1908년과 1912년 두 번 기록되

어 있다. 표준시는 태양력과 마찬가지로 1908년 이전부

터 임시적으로 사용하였다. 1899년 한국에 처음 개통된 

철도는 한국표준시가 적용되었다. 1905년 경부선철도를 

개통하면서 135°E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표준시로 변

경되었으며, 다음해 6월에는 일본 통감부소속 관서에도 

일본의 표준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08년 대한

국표준시를 공식적으로 반포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일본

의 기관들도 한국의 표준시를 따랐다. 그러나 1912년 

135°E 표준자오선을 사용하면서 역서를 비롯하여, 일상

생활을 포함한 기차시간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1954년 127° 30′E로 변경 될 때까지 약42년 동안 적용

되었다. 
   셋째, 1896년 태양력 시행을 기점으로 12시진에서 

12시법(12-hour clock time)으로 시간을 나타내었다. 1884
년『한성순보는 12시법을 최초로 소개하며, 시헌력의 

12시진과 대응되는 12시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한성

순보에서 하루는 24‘시’ 60분은 1‘시’로 각각 표현하고 

있다. 12시법이 등장하면서 한국에는 점차 ‘시(時)’와 

관련한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1890년 한국 최초로 

한영사전이 편찬되었는데, Time이 처음 한국어로 번역

되었으며, ‘때’로 번역되었다. 반면, 한영사전에서는 한

국의 ‘시(時)’는 Time이나, Hour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의 

1시간은 서양의 12시법의 2시간과 같다는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각(時刻)의 뜻은 ‘Fifteen minutes’로 

번역하였는데, 1890년은 시헌력법을 사용하던 시기로 

12시진의 시법이 사전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각’은 

1897년 판 한영사전에서는 ‘Hours and minutes-time’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1895년 8월 ‘時刻의 制’라고 명명하여 

새로운 시각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896년에

는 태양력 시행으로 12시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라는 용어는 영어 Time이 일본에서 조어되

어 한국어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2). 한

국에서 ‘시간’의 용어는 1895년 8월 학부 최초의 관찬

교과서인『국민소학독본』과 다음해에 출판한『심상소

학』에 등장한다. 그러나 두 교과서는 일본의 교과서를 

참고 한 것으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Time 용어의 정의는 19세기말 조선

에 처음 12시법이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시(時)’라는 용

어로 사용되었다가 1895년경을 기점으로 ‘시간(時間)’이
라는 용어가 점차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11
년판 한영사전에서도 시간(時間)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넷째, 시헌력에서 하루의 시간은 12시진으로 나누어

졌으나 12시법을 사용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같은 숫자

가 두 번씩 반복되자 시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성순보에서는 낮12시

와 밤12시를 각각 정오(正午)와 정자(正子)라고 규정하

였고, 오늘날까지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12
시진의 오정(午正)과 자정(子正)은 시헌력이전부터 이미 

사용하였고, 12시법에 대응하면서 자연적으로 활용되었

다. 또한 한성순보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눈 12시법을 

사용하였으나, 1883년경부터 조선의 공문서에서는 오전

과 오후대신에 상오와 하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상오․
하오는 해방 후 처음 발간한 1946년도 역서에서도 사용

되었으나, 다음연도부터는 24시법으로 변경되어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12시법이외에도 12점종(點鐘) 또는 12점(點)
이 사용되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

법으로 1883년 조선의 외교문서에 처음 나타나며, 관찬

교과서인『심상소학』에도 수록되었다. 이 교과서는 일

본의 교과서를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12점종법을 사용하였다. 점종 혹은 점은 중국식표현으

로 본질은 12법과 일치하였다. 
   여섯째, 구한말 대한제국 이후 정부의 관보를 통해 

12시법의 적용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895년 6월의 관

보에는 12시진과 12시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나, 같은 

해 7월에는 12시법으로 표현하였다. 1908년에는 관청의 

집무시간 표현에서 태양력의 역일과 12시법의 시각을 

국정에 정착시키고 있었다.『심상소학』(1896)에 수록된 

것과 같이 하루를 균일하게 나눈 시계나 시계탑, 자명

종 같은 기계시계도 12시 다이얼이 보편화 되었고 이에 

따른 12시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907년 경부선 철도시에서 처음 오전・오후

의 구분이 없는 24시법이 등장하였으며, 1916년부터는 

전국관측소와 국가기관과 군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24시법을 권장하였다. 1916년『일용편람』부터 24시법

을 채용하였으나, 역서에서는 여전히 12시법을 유지하

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편찬된 역서에서는 1947년부터 

24시법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역서에서도 24시법을 적용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08년 이전까지는 날짜와 시각에 관련

한 내용은 주로 태양력과 12시법, 하루 중의 경계를 나

타내는 정오와 자정, 오전과 오후 등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08년 대한국표준시를 시행하

면서 평균태양시나, 균시차 그리고 경도차에 관한 개념

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1896년판 교과서에서 

하루를 균일하게 나눈 기계식 시계가 언급 되고, 1908
년 고등교육기관의 교과서에서 경도차와 일반시계 그리

고 균시차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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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1884년과 1896년 그리고 1908년을 기점

으로 현재의 역법에서 사용하는 ‘시(時)’와 관련한 용어

들이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법률제정 등으로 점차 시간

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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