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Naming Taboo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Joseon's King Taejo's 
Planisphere and the Origin of the Planisphere

안 상 현

Ahn, Sang-Hyeon



Ⅰ. 서론

Ⅱ. 보천가와 천문류초

 

Ⅲ. 천상열차분야지도

IV. 역사서 속의 입성(立星)

V. 결 론

부록: 高麗와 朝鮮의 建星과 관련된 天文記錄

접수 : 2011. 9. 30   수정 : 2011. 12. 14   게재확정 : 2011. 12. 21



127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안 상 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Ⅰ. 서론

보천가(步天歌)와 천문류초(天文類抄)는 조선시대 내내 가장 영향력 있는 천문서로 손꼽힌다. 특히, 

보천가는 세종 12년(1430년)에 천문학자의 양성 및 선발 시험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1), 조선말까지 

줄곧 암송 시험으로 남아있었다2). 다시 말하면, 조선의 모든 천문학자들은 보천가를 암송해야 했던 것

이다. 더군다나 이 책들은 천문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보천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책이다. 그 내용은 별자리를 암송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칠언시(七言詩)

이다. 이 책의 유래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두 가지 다른 학설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보천가의 저자가 

당나라 사람이고 호가 단원자(丹元子)였던 왕희명(王希明)이라는 설인데, 북송(北宋)의 구양수(歐陽修)

가 편찬한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 근거한 것이다. 나머지 학설은 보천가의 저자는 단원자(丹

元子)라는 호를 가진 수나라 사람인데 그 뒤에 당나라 사람인 왕희명이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와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주석을 단 것을 후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라는 설이니, 남송(南宋)의 

정초(鄭樵, 1104~1162)가 지은 통지(通志)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별자리의 역사와 문헌 분석

을 통해 潘鼐는 보천가의 저자는 당(唐)의 개원(開元) 때 사람인 왕희명이라고 논증하고 있다3)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 연구 사업임(No. 2011-0002839).

*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1) 『朝鮮王朝實錄』 世宗 12年 (1430年) 3月 18日 戊午

2) 이기원, 「조선시대 관상감의 직제 및 시험 제도에 관한 연구: 천문학 부서를 중심으로」,『한국지구과학회지』(2008).

3) 潘鼐, 『中國恒星觀測史』 (上海: 學林出版社, 2009),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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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천문류초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운관지(書雲觀志)에 “천문류초는 조선 세종 

때 승지 이순지(李純之)가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왕희명의 보천가를 취했고 또 여러 사

람의 것을 섞어 뽑아서 그 취지와 의미를 주석하고 또한 천지, 풍운, 뇌우의 학설들을 부록하였다4).”라

고 설명하고 있어서, 그 작자가 이순지(1406-1465)라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상권은 삼원(三垣)과 이십팔수(二十八宿), 그리고 천하기몰(天漢起沒) 등의 32개 항목

으로 나눈 보천가의 별자리들에 대해 각각의 뜻과 점사(占辭)를 자세히 서술한 책이다.

보천가와 천문류초와 함께 조선시대 내내 천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천상열차분야지

도이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석각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84년에 전상운 등에 의해 이루어

졌다5).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시점은 서기 1396년6)임이 도설(圖說)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원도(原圖)는 어느 시기의 것이며 또한 얼마나 개정되어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새겨졌는가에 대한 문

제는 아직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7). 그 성도의 관측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설의 분점들

(equinoxes)과 지점들(summer/winter solstice)의 위치나 24절기별 혼효중성(昏曉中星) 등을 활용하

는 방법과, 성도 상에서 분점들의 위치나 일부 또는 많은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직접적인 

방법들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방법에서 세차운동(precession)의 영향을 고려한다. 그 동안 조선시대

의 황윤석(黃胤錫)부터 시작하여8), 20세기 초반의 Rufus9), 20세기 후반의 이은성10), 박성환11), 이용범

12)의 연구들이 있었다. 그 후 박명순13)은 기존 연구를 회고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박

창범14)은 375개의 별들을 사용하여 성도의 관측 연대를 추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15). 

한영호16)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성도와 도설의 내용을 

중국 천문학사의 전개 양상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4) 成周悳, 『書雲館志』 (서울: 觀象監, 1818).

5)  전상운, 김성삼, 김정흠, 나일성, 남천우, 박성래, 박익수, 박흥수, 유경로, 이은성, 이태녕, 송상용,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한국과학사학회지』
(1984), pp.61-67.

6)  도설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洪武 28年 12月’에 제작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의 12월 1일을 율리우스력으로 바꾸면, 서기 1396년 1월 10일이 된
다. 그러므로 태조 석각의 제작 년대는 태조의 재위년도를 고려하여 통상 1395년으로 쓰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서기 1396년이 되어야 한다.

7) 구만옥, 「천상열차분야지도 연구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제언」,『東方學志』(2007).

8) 黃胤錫, 『理藪新編』卷五 (1774), 國立中央圖書館 請求記號 古030-1.

9) Rufus, C. W.,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Trans. Korea Br. Roy. Asiatic Soc.』(1913).

10) 이은성,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연구」,『세종학연구』(1986).

11) 박성환,「태조의 석각천문도와 숙종의 석각천문도와의 비교」,『東方學志』(1987).

12)  이용범,「법주사 소장의 신법천문도설에 대하여-재청 천주교신부를 통한 서양천문학의 조선전래와 그 영향」, 『中世西洋科學의 朝鮮 傳來』 (서울: 동
국대학교출판부, 1988).

13) 박명순,「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1995).

14) 박창범,「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1998). 

15) 나일성,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각석 600주년 기념 복원」, 『東方學志』(1996).; 이면우 2007, 제1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16) 한영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실체 재조명」, 『고궁문화』(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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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보천가와 천문류초는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천문학 관련 문헌이었으며, 그것들의 성립 시기

와 과정, 그리고 한국사에 도입된 시기 등의 문제들이 연구되었다17). 이에 비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그 원도의 관측지와 관측 연대 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에 성립된 천문학 도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려시대적 특징에 관

해서 논의해 보려 한다. 그 특징이란 중국 보천가에는 모두 건성(建星)이라고 되어 있는 별자리를 조

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보천가에는 입성(立星)으로 적은 것이다. 이 사실 자체는 이미 몇몇 학자들

에 의해서 보고되었으나18), 그 의미는 알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고려의 태조인 왕건(王建)

의 이름에 대한 피휘로 본다. 서지학에서 피휘에 관한 정보는 그 작품의 성립 연대를 고증하는데 중요

한 단서가 되며, 유통 판본 간의 시간적 선후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보천가, 천문

류초,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연대 고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전해져 내

려오는 각종 보천가와 천문류초,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다양한 판본들은 물론이고, 고려사(高麗

史) 천문지(天文志),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하 실록으로 약칭), 승정

원일기(承政院日記, 이하 일기로 약칭)에서 건성(建星) 대신 입성(立星)으로 쓴 예들을 조사하였다.

II. 보천가와 천문류초

조선에서 출간된 보천가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구도(舊圖) 보천

가, 신도(新圖) 보천가, 신법보천가19)로 명명하였다. 첫째는 이른바 ‘단원자(丹元子)의 보천가’로 알려

져 있는 구도 보천가로서 조선 초기인 1396년에서 1430년 사이에 편찬된 것이고20), 둘째는 김영(金泳, 

1749~1817)이 1789년부터 1791년 사이에 구도 보천가의 가결에 남회인(南懷仁, F. Verbiest)의 신제

영대의상지(新制靈臺儀象志)를 바탕으로 제작된 성도를 가져다가 붙여서 저술한 신도 보천가이며21), 

셋째는 1862년 이준양(李俊養, 1817~1886?) 등이 흠정의상고성속편(欽定儀象考成續編)의 성도와 가

17)   안상현, 「조선 초기 步天歌와 天文類抄의 성립에 대한 연구」,『한국우주과학회지』(2009b).; 안상현, 「1792년에 출간된 새로운 步天歌에 대한 연구」,
『한국우주과학회지』(2009c).; 안상현, 「新法步天歌 연구」, 『한국우주과학회지』(2009d).

18)   石云里, 「朝鮮傳本步天歌考」,『中國科技史料』(1998).; 송두종, 안영숙, 강미주, 오길순, 『한국천문연구원 기술보고서 No. 02-005-050』(2002).; 송
두종, 안영숙, 「천상열차분야지도 星圖에 새겨진 星座의 이름과 그 뜻」, 『한국천문연구원 기술보고서 No. 03-003-053』(2003).

19)   정성희가 장서각 해제에서 분류한 방식에서는 구도(舊圖) 보천가(步天歌)는 구법보천가(舊法步天歌)로, 신도(新圖) 보천가(步天歌)는 신법보천가(新法
步天歌)로 되어 있다. 서운관지(書雲觀志)에는 본 논문의 신도 보천가를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1862년에 출간된 
신법보천가와 혼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고 각 판본이 지닌 특징을 살리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각을 구도 보천가, 신도 보천가, 신법보천
가로 명명하였다. 신도 보천가는 구도 보천가에 비해 성도만 신법으로 바꾸었다는 의미이고, 신법보천가는 성도와 가결 모두를 신법으로 바꾸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 안상현, 앞의 논문(2009b).

21) 안상현, 앞의 논문(2009c).; 안상현, 「金泳과 1792년에 출간된 새로운 보천가」,『천문학논총』(2011)



130

고궁문화 제4호, 2011

결을 모아 놓은 신법보천가이다22). <표 1>은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는 보천가와 천

문류초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목록이다. 이들 모든 보천가들에 대해 건성(建星)을 입성(立星)으로 적는 

피휘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도1>과 <표2>에서 보듯이, 구도 보천가를 조사한 결과, 그 가결에는 건(建)을 입(立)으로 대체하여 

피휘한 경우가 두수(斗宿)에 3회, 필수(畢宿)에 1회가 나오며, 두수(斗宿)의 성도에는 ‘立星六’으로 나

와 있음을 알았다. 신도 보천가의 경우, 가결의 피휘는 구도 보천가와 같고, 성도에는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862년의 신법보천가에는 성도에는 건(建)으로만 되어 있고, 가결에는 건성(建

星), 건좌(建左), 건남(建南) 등 3번 모두 건(建)으로 되어 있다.

22) 안상현, 앞의 논문(2009d).

<표 1> 조선시대의 보천가 및 천문류초의 판본들

소장처 청구기호, 소장번호 기타

구도 보천가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81

규장각 奎3183, 奎3184 등

규장각 奎中2383, 2384, 2385 중국도서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

장서각 K3-394

신도 보천가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731-9 한古朝66-37와 동일하나, 별자리 구분선이 불명확.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37 일산古731-9와 같음. 별자리 구분선이 분명함.

규장각 古7300-9 여백에 문헌통고(文獻通考)와 대조한 흔적 있음.

장서각 소장번호 K3-395 

신법보천가

규장각 奎3968, 古7300-1 철종13년(1862)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7324-1 별의 일련번호 있음.

존경각 C08A-0004

성경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62 좌표 부분의 별자리 이름은 ‘建六星’.

규장각 奎1667 조선 철종12년(1861)에 간행.

천문류초

국립중앙도서관 古7300-3 점사의 제목에서 주(主)는 입(立)의 잘못된 글자.

규장각 奎3822 奎7900과 다름. 위의 古7300-3와 동일. 교서관목활자.

규장각 奎中1907 점사의 제목이 입(立). 교서관목활자, 광해군(1608-1623).

규장각 奎7900 독특한 판본. 점사의 제목이 입(立). 교서관목활자.

규장각 奎3823 점사의 제목이 주(主). 현종실록자(금속활자), 1677년이후.

규장각 奎2418, 3190 교서관목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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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861년에 간행된 성표(星表)인 성경(星鏡)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 책은 중국의 흠정의상

고성속편에서 전통적인 중국 별자리들만을 실었으며, 1862년에 출간된 신법보천가와 똑같은 성도가 

실려 있다. 이 성도는 흠정의상고성속편의 제3권 성도보천가(星圖步天歌)를 전재한 것이다. 한편, 신

도 보천가인 규장각 소장본 古7300-9에는 누군가가 여백에 문헌통고(文獻通考)와 비교한 흔적이 있

다. 두수(斗宿)의 가결에 있는 입(立)자와 홍(紅)자 옆에 방점을 찍어 놓고, 위의 여백에 “文獻通考, 立

作建, 紅作三.”이라 적어 놓았다. 이 문구는 한국 보천가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이다. 건성(建星)이어

<도 1> 각종 보천가 성도들에 나오는 입성(立星)과 건성(建星). (a)는 1396년에서 1430년(세종 12년) 사이에 편찬된 구도 보천가, (b)는 세
종조(재위 1418-1450년)에 편찬된 천문류초의 보천가, (c)는 1789년(정조 13년)에서 1791년(정조 15년) 사이에 김영(金泳, 1749-1817)에 
의해 편찬된 신도 보천가, (d)는 1862년(철종 13년)에 간행된 신법보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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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별자리 이름이 왕건(王建)의 이름에 대한 피휘 때문에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고, 삼가성(三家星)

을 구분하기 위해 원작의 일부 글자들을 색깔을 나타내는 글자로 바꾼 것이다. 특히 ‘성(星)’자를 ‘홍

(紅)’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글자로 대체한 경우가 많다.

<도1>에서 보듯이, 천문류초의 보천가는 구도 보천가와 입성(立星)의 사용 양상이 동일하다. 즉, 두

수(斗宿)의 성도에는 ‘立星六’으로 되어 있고 가결에는 입(立)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세 번(立紅, 立上, 

立背)나오며, 필수(畢宿)의 가결에도, 별자리가 아니라 일반 동사로 나오지만, 입(立)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천문류초 두수(斗宿)의 점사 부분에는 각 별자리의 제목은 음각(陰刻)했는데, 입(立)이라고 정확

하게 표기한 규장각 청구기호 奎7900이 있는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古7300-3이나 규장각 청구기호 

奎3822과 같은 판본은 주(主)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主)가 입(立)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긴 오자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점사의 내용에는 ‘건두지간(建斗之間)’과 같이 피휘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천

문류초의 점사가 보천가와는 계통이 다르다는 증거이다.

<표 2> 조선의 보천가와 중국의 보천가들의 가결의 비교. 조선의 보천가들에 건성(建星)을 입성(立星)으로 사용한 점과 ‘星’자
를 ‘紅’자로 바꾼 점에 유의하라.

조선 중국

구도 보천가 & 신도 보천가 통지(通志) 천문략(天文略)

魁上立紅三相對  (斗宿)

天弁立上三紅九  (斗宿)

天鷄立背雙黑星  (斗宿)

旗下直立九斿連  (畢宿)

魁上建星三相對  (斗宿)

天弁建上三三九  (斗宿)

天鷄建背雙黑星  (斗宿)

旗下直建九斿連  (畢宿)

신법보천가, 1862년 (조선 철종 13년) 흠정의상고성속편 권3 성도보천가(星圖步天歌)

建星曲六弁南迎  (斗宿)

建左天鷄兩直行  (斗宿)

兩狗建南俱斗右  (斗宿)

建星曲六弁南迎  (斗宿)

建左天鷄兩直行  (斗宿)

兩狗建南俱斗右  (斗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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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천상열차분야지도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보천가 및 천문류초와 더불어 조선시대 내내 중요시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은 두 개인데, 국보 제228호인 태조 석각과 보물 837호인 숙종 복각이다. 태조 석각은 현존하는 

여러 종류의 천상열차분야지도들의 모본이며, 양면에 모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새겨져 있음이 알려

져 있다.

이것을 연구자에 따라서 A, B면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앞뒷면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A면 혹은 앞

면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라는 제목이 아랫부분에 새겨져 있고 마모가 덜하다. B면 

혹은 뒷면은 제목이 맨위에 새겨져 있고 마모가 심하다. 알파벳이나 앞뒤로 지은 이름은 각 면의 특징

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목이 아래(Bottom)에 있는 면을 B-면이라고 하고, 제목이 위

<도 2>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B-면에 보이는 ‘立星六’. 양쪽에 세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세로로 
‘立星六’이라고 새겨져 있다. 왼쪽 귀퉁이에 그 부분을 확대하여 글자를 확인하기 편리하도록 안내선을 그렸고, 흰색 바탕에 쓰여진 입
(立)자는 글자 획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중엽의 명필이었던 한호(韓濩, 1543-1605)의 천자문(千字文)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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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에 있는 면을 T-면이라고 부르겠다. 다시 말하면, B-면은 A면 또는 앞면에 해당하고, T-면은 B

면 또는 뒷면이라고 부르던 쪽이다.

우리는 태조 석각의 양면에 새겨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서 건성(建星)인지 입성(立星)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태조 석각 T-면은 마모가 심하여 건성(建星)인지 입성(立星)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했으나, 태조 석각 B-면은 겨우 판독을 할 수 있었다. <도2>는 태조 석각 B-면의 해당 부분이

다. 이 부분에는 긴 홈이 지나가고 있어서 판독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성(星)자의 아랫부분인 생(生)자

는 거의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일(日)자의 오른쪽이 보인다. 또한 그 아래에 육(六)자가 있어야 하는 자

리에는 육(六)자의 일(一)획과 팔(八)획이 희미하게 보인다. 우리는 건(建)이나 입(立)이 있어야 할 자리

에서 입(立)자를 확인할 수 있다. 붓글씨로 쓴 입(立)자와 석각에 새겨진 입(立)자를 비교해 보면 이것

이 입(立)자임이 분명하다. 태조 석각에는 ‘立星六’이 새겨져 있다고 판독된다.

<도 3> 여러 천상열차분야지도들의 건성(建星) 또는 입성(立星)이 나오는 부분. 왼쪽 위는 양각 목판본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왼쪽 아래는 숙종 석각의 탁본인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오른쪽 위는 보물1318호 신구법천문도 중에서 구법천문
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가운데 위 사진은 건상열차분야지도 (연세대학교도서관 소장), 가운데 아래는 구도 보천가에 묘사된 별 색깔을 
따른 필사본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왼쪽 아래는 혼천전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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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천상열차분야지도도 다수 존재하며, 양각본(陽刻本)과 음각본(陰刻本)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먼저 양각 인쇄본은 현재 단 두 점이 알려져 있다. 하나는 일본(日本) 덴리대학박물관(天理大學博

物館)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서로 동일한 목판 인

쇄본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양각목판본이라고 부르겠다. 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선조 3년(1571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작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규장각 古軸7300-3,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경주 신라역사과학관, 프랑스 국립도서

관, 파리 천문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음각 인쇄본들은 숙종 복각본을 탁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것을 (음각)탁본으로 부르겠다. 장서각에는 청구기호 C8A 31인 탁본을 절첩본으로 만들고 제목을 앙

관도(仰觀圖)라고 붙인 형태도 존재한다. 숙종 석각은 태조 석각의 성도에서 입성(立星)을 건성(建星)

으로 수정하였고, 태조 석각과 양각 목판본에 천존(天尊)이라고 되어 있는 별자리를 중국의 천문서에 

나오는 태존(太尊)으로 교정하였으나, 여전히 천기(天紀)는 누락되어 있고 종대부(宗大夫)라는 별자리

는 그대로 두었다. 그밖에 많은 필사본들이 존재하지만, 제작자, 제작년도, 제작 과정, 모본 등이 불명

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건상열차분야지

도(乾象列次分野之圖)는 상당히 고축(古軸)이며, 다른 필사본들과는 달리, 중성(中星)의 시간표가 있

는 점 등이 독특하므로 조사 대상에 넣었다.

<도3>은 우리의 조사 결과이며, 숙종 복각본에는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고, 그 음각 탁본들에는 모

두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음각 탁본들이 숙종 복각본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지지하는 한 근거가 된다. 양각 목판본에는 한국의 국립고궁박물관과 일본의 덴리대학 박

물관에 소장된 것뿐인데, 모두 ‘立星六’이라고 적혀 있다23). 또한 연세대 도서관의 건상열차분야지도

에도 ‘立星六’으로 되어 있다.

석각본, 탁본, 목판본과 비교해서 제작 경위, 제작 시기, 제작자가 불명확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필

사본들은 국내외 여러 박물관들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이 필사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부 필사본들에는 별들에 색깔을 칠하기도 하였다

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서2631은 별들의 색깔을 붉은색, 검은색, 흰색 점으

로 나타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별을 그리는 것은, “오행(五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

로 삼가성(三家星)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24)”. 정초(鄭樵, 1161)의 통지(通志) 천문략(天文略)25)에는 

23) 목판본의 이미지를 연구용으로 제공해준 국립고궁박물관 측에 감사한다.

24) 『欽定儀象考成續編』 卷3 「星圖步天歌」序文, “句中多間黑黃字樣卽三家點星各誌一色, 以爲區別之本旨, 非有關於五行也.”

25) 鄭樵, 「天文略」,『通志』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032-32 1743년 刊本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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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신(石申)의 별들은 붉은 점, 무함(巫咸)의 별들은 노란 점, 감덕(甘德)의 별들은 검은 점들로 표시한

다고 설명되어 있다. 조선의 보천가와 천문류초에 묘사된 별들의 색깔이 “단순히 점성술적인 의미나 

별자리의 유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별의 실제 색과 밝기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26).”라는 주장

은, 위의 역사적 자료들과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색으로 표현된 별들의 실제 별 색깔의 분

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서로 비슷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선의 보천가에는 중국의 보천가에 비해 붉은 색으로 표시한 별들이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삼가

성을 표시하기 위해 별 색깔 넣기에 충실한 것이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채색 필사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이 천문도에 존재하는 흰 별들은 보천가에서 색깔을 표현하지 않은 별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천문도를 제작한 사람이 보천가의 가결을 참조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채

색 필사본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직(稷)과 외주(外廚) 사이에 천기(天紀)라는 별이 존재한다. 천기(天

紀)는 다른 필사본들에도 두루 나타나는데, 그 위치는 외주(外廚), 천사(天社), 직(稷)으로 둘러싸인 영

역 안에 나타나지만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별자리는 구도 보천가의 가결에는 “천사(天

社)의 동쪽에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그 성도에는 나오지 않으며27), 숙종 석각과 그것의 탁본들에

도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필사본 제작자들은 보천가나 천문류초의 가결만을 참고하여 천기(天紀)

를 그려 넣다 보니 적당한 위치에 어느 정도 임의로 그려 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부 필사본에는 천기(天紀)가 천기(天記)로 표시된 것이 있다. 이것은 천시원(天市垣)의 바로 

위에 천기(天紀)가 중복하여 존재하므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새로 성표나 성도를 만들 때 귀수(鬼宿)의 

천기(天紀)를 천기(天記)로 고쳤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즉 천기(天記)로 적혀 있는 성도는 그만큼 

근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필사본 천상열차분야지도들 중에는 건성(建星)을 입성

(立星)으로 적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입성(立星)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천가를 참고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성(立星)이 존재하는 모든 필사본이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인본을 

모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표3>에 태조 석각본, 양각목판본, 음각탁본, 일본의 천문도, 그리고 여

러 필사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해 놓았다. 

26) 박창범, 앞의 논문(1998), pp.129-131.

27) 송두종, 안영숙, 강미주, 오길순, 앞의 논문(200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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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도 제작년 피휘 천기(天紀) 소장처 별의 색깔, 참고문헌

乾象圖(筆)

天象圖太祖本B面(石)

天象圖陽刻本A(木)

天象圖陽刻本B(木)

天象圖肅宗本(石)

天象圖陰刻本1(拓)

天象圖陰刻本2(拓)

天象圖陰刻本3(拓)

天象圖陰刻本4(拓)

天文分野之圖(印)

1396 

1571(?)

1571(?)

肅宗 

+18c

+18c

+18c 

+18c 

1677

立星六

立星六 

立星六 

立星六 

建星 

建星六 

建星六

建星六 

建星六 

建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天紀(廚·社)

延圖

故宮 

故宮 

天理 

故宮 

奎章 

誠信 

歷博 

歷博

韓天p.26

實測

寫本實測

天文p.55

韓天p.22

韓天p.24

韓天p.25

科文p.52 廣州李氏. 서14233.

科文p.48, 서2674.

28宿·北極五星은 紅, 기타는 黑.韓天p.55

필사본 제작년 피휘 천기(天紀) 소장처 별의 색깔, 참고문헌

延大天文(筆)

天象圖(筆)

彩色天象圖(筆)

舊藏天象圖(筆)

天象圖(筆)

天象圖(筆)

天象圖(筆)

天象圖(筆)

天文分野之圖(筆)

天象圖(筆)

天象圖(筆)

天象圖(筆)

渾天全圖(筆)

渾天全圖(印)

渾天全圖(印)

渾天全圖(筆)

渾天全圖(筆)

黃道南北恒星圖(筆)

方星圖(筆)

圜瀛誌(筆)

新法天文圖(屛)

新舊法·黃總(屛)

新舊法·天象圖(屛)

黃道南北恒星圖(印)

黃道南北恒星圖(筆)

黃道兩界總星圖(筆)

19c

19c

+19c

+19c

+1723

1764

19c

1742

18c

1834

19c

19c

立星六 

立星六

立星六

建星

立星六

立星六

建星

建星六

建

立星六

立星六

立星六

立星六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

建星六

建星

建星

建星

天紀 

天紀(稷·社)

天紀一(稷·廚)

天紀

天紀

天紀一

天記(稷下)

없음

天紀(廚·社)

天紀(稷·社下)

天紀(稷·社)

天紀(稷·社)

天紀(稷·社下)

天記(社上)

天記(社上)

天記(社上)

天記(社上)

없음

天記(南圖)

天記(西方)

天記

天記

天紀一

天記(南圖)

天記(南圖)

天記(南界)

延天 

個人 

誠信

誠信

誠信

個人

個人

延圖

歷博

歷博

民博

大關

國學

歷博

民博

歷博

溫陽

歷博

歷博

歷博

法住寺

民博

明志

高大

民博

韓天 p.27

紅黃黑(無色은紅).步天歌와 同. 天文p.156

白黑赤黃. 步天歌와 비슷. 韓天p.30

韓天p.31

星色이 退色. 韓天p.32

赤黑白. 步天歌와 同. 韓天p.33

赤黑白. 步天歌와 大同小異. 韓天p.34

星色 없음. 韓天p.35

28宿는 赤, 기타 黑. 天文p.158, 서2676.

赤黑白. 星色 부정확. 科文p.54, 서2631.

赤黃黑白. 步天歌와 同. 天文p.159

星色이 退色. 天文p.157

赤黑白. 步天歌와 同. 天文p.160

科文p.55, 서2675.

天文 p.57

彩色. 科文p.56, 서8240.

實測

科文p.58-59, 서2672.

徐昌載(1726-1781), 서14012.

赤黃黑白. 步天歌와 大同小異.

보물 848호. 天文p.58-59

보물1318호, 天文p.60-61

天文p.64

天文p.66-67

天文p.68-69

<표 3> 천상열차분야지도들의 특징. 입성(立星)과 건성(建星), 천기(天紀), 보천가 방식 별 색깔 표시 유무 등을 조사한 결
과이다. 제작 시기는 알려진 것만 기재하였다. 여기에 쓰인 약자는 다음과 같다. 天象圖=천상열차분야지도, 乾象圖=건상
열차분야지도, 新舊法=신구법천문도, 黃總=황도남북양총성도; 石=석본, 印=인본, 木=목판본, 拓=탁본, 筆=필사본; 廚
=外廚, 社=天社; 延圖=연세대학교도서관 국학자료실, 故宮=국립고궁박물관, 天理=天理大學附屬圖書館, 奎章=규장각, 
誠信=성신여자대학교, 歷博=서울역사박물관, 延天=연세대학교천문대, 民博=국립민속박물관, 大關=대관령박물관, 國學
=국학연구원, 溫陽=온양민속박물관, 法柱=법주사, 明志=명지대학교박물관, 高大=고려대학교박물관; 韓天=“한국의 천
문도”[유경노, 박창범, 『한국의 천문도』 (서울: 천문우주기획, 1995)], 天文=“天文, 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국립민속박물
관, 『天文 하늘의 이치·땅의 이상』 (서울: 시월, 2004)], 科文=“조선의 과학문화재”[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조선
의 과학문화재 (서울:예맥출판사, 2004)]. 숙종 재위년=1674-1720년. (稷·社下)과 같은 표현은 천기(天紀)가 직(稷)과 
천사(天社)의 중간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다. (稷·社)은 천기(天紀)가 직(稷)과 천사(天社)의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138

고궁문화 제4호, 2011

IV. 역사서 속의 입성(立星)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당대에 저술된 역사서는 아니다. 조선 세종의 명에 따라 정인지(鄭麟趾, 

1396-1478) 등이 편수를 시작하여, 1451년에 고려사를, 그리고 1452년에 고려사절요를 완성했다. 

조선초에 중간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고려시대의 피휘가 남아 있듯이, 우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

요에도 고려시대 군왕들에 대한 피휘를 발견할 수 있다28). 본 논문에서는 고려사 천문지와 고려사절

요의 내용에서 건(建)이나 입(立)이 별자리의 뜻으로 쓰인 경우를 모두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도4>

에 요약하고, 기록들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고려사절요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고려사 천문지에서

는 건성(建星)의 건(建)을 입(立)으로 쓰는 경우들을 발견하였다. 입성(立星)으로 쓴 사례는 두 건이 있

고, 입(立)이란 한 글자만으로 별자리를 표현한 경우는 없다. 입성(立星) 기록들은 충렬왕(忠烈王) 15

년(1289년)과 충렬왕 34년(1308년)의 기록이다29). 한편, 고려사 천문지에는 건성(建星)으로 쓴 경우가 

12건이 있고, 건(建)으로만 적은 것도 10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30). 고려시대의 피휘는 성운(聲韻)이 같

거나 글자의 자형(字形)에 피휘자(避諱字)가 들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건(健)자를 피휘한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서 별자리 이름에 건(建)이 들어있는 건폐(鍵閉)라는 별자리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건

폐(建閉)’로 잘못 쓰인 예가 하나 있을 뿐, 나머지는 피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려사에 

건(建), 건성(建星), 건폐(鍵閉)등이 결획피휘(缺劃避諱)가 적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고려사 원본

을 조사해 보았으나 결획은 발견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입성(立星)의 사용 여부도 알아보았다. 먼저 건성(建星)과 입성(立

星)을 검색한 다음, 건(建)이나 입(立)으로만 표현된 경우를 검색하기 위해, 고려사 천문지에서 건(建)

만으로 별자리를 나타낸 경우의 문장 표현을 고려하여, 건(建)은 ‘출건(出建)’, ‘입건(入建)’, ‘범건

(犯建)’, ‘식건(食建)’, ‘식건(蝕建)’ 등으로 검색하고, 입(立)은 ‘출입(出立)’, ‘입입(入立)’, ‘범입(犯

立)’, ‘식입(食立)’, ‘식입(蝕立)’ 등으로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고려사 천문지에는 건(建)이나 입(立)

의 한 글자만으로 건성(建星) 또는 입성(立星)을 표현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실록(조선시대 전체 

1392-1910년 사이)에는 입성(立星) 기록이 24건 있고, 일기(조선 인조부터 순조까지)에는 18건이 있

다.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29건의 입성(立星) 기록이 있다. 일기는 실록의 원사료가 되었으

므로 당연히 두 사서에는 중복된 기록이 있다. 또한 두 사서를 교차 비교하여 오자등을 교정할 수 있

28)   정구복, 「고려 조의 피휘법에 관한 연구」, 『李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論叢』 (서울: 一潮閣, 1994).; 이근직, 「삼국유사의 피휘례 연구」,『경산문화
연구』(1997).

29) 충렬왕 15년의 것은 이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石云里, 앞의 논문(1998).]

30) 이전 연구에서는 19건을 발견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검색 결과로 보인다. [石云里, 앞의 논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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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조 17년(1639년) 기록의 경우, 실록에는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으나 일기에는 ‘삼성(三星)’으

로 되어 있다. 초서체로 적혀 있는 일기의 내용을 현대에 탈초하면서 생긴 오류이다. 일기의 원문을 조

사해 보면, 글자가 ‘삼(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삼성(三星)’이란 별자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삼성

(參星)’을 ‘삼성(三星)’으로 쓴 예도 없다. 따라서 인조 17년의 기록은 실록을 따라 ‘입성(立星)’으로 

교정한다. 숙종 12년의 기록은, 일기의 초서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지만, 실

록에는 ‘규성(奎星)’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실록을 편집한 사관(史官)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숙종 3년

(1677년)의 기록은 일기에는 2건의 별똥(유성) 기록이 있고, 그 중에서 나중에 일어난 것이 입성(立星)

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이 두 번째 별똥 기록을 누락시켰다.

실록에는 건성(建星) 기록이 13건, 일기에는 8건이 있다. 일기의 건성(建星) 기록은 영조 31년(1755

년)의 기록을 제외하고 모두 실록에 기록되었다. 반대로, 일기의 기록이 남아 있는 시기에 걸쳐, 실록

에는 나오지 않는 일기의 건성(建星) 기록이 없다. 경종 4년(1724년)의 기록은 초서체로 적혀있는 일

기 원문은 분명히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미성(迷星)’으로 되었다. 이것은 실록을 편

<도 4> 고려사 천문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건성(建星) 및 입성(立星)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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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사관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편, 현종 5년 기록은 이와는 반대로 일기에는 ‘미성(迷星)’으

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건성(建星)’으로 나온다. 일기를 기록하던 사관은 관상감에서 올라오

는 보고서 단자(單子)를 베껴 적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기를 기록한 사람의 잘못을 실록을 편찬한 사관

이 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록과 일기에는 ‘미성(迷星)’의 예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나오

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조사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고, <도4>에 건성(建星)과 입성(立星) 기록들을 나타냈

다. 우선 관찰되는 사실은, 고려 초기의 100년 정도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고려 현종2년

(1011년)에 거란(契丹)이 침입하여 고려의 도읍인 개성(開城)의 궁궐이 불탔을 때, 고려초기의 역사 기

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인조부터 순조 시기까지의 기록을 검색한 결과, 일기에 ‘입성

(立星)’으로 기록한 것을 실록에는 ‘건성(建星)’으로 교정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발견할 수 없다.

고려시대의 건성(建星), 건(建), 입성(立星) 기록들은 1100년경부터 고려말까지 꾸준히 나타나는데, 

달, 토성, 금성, 목성 등이 이 별자리에 다가갔다는 기록, 즉 범입(犯入) 기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실록

과 일기에 나오는 건성(建星) 기록은 대부분이 범입 기록이며, 전체 범입 기록들은 건성(建星)과 입성

(立星)이 섞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천문류초의 건성(建星)에 대한 점사에

는, “건성(建星)과 두성(斗星)의 사이는 칠요(七曜)의 길이다. 달이 [건성(建星)을] 식(食)하거나, 오행

성이 범(犯)하거나 수(守)하는 것은 대신들이 서로 참소하고 신하가 임금을 해할 음모를 하거나, 또한 

교통이 두절되고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칠요가 건

성(建星)을 범입하는 현상을 중요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범입 현상을 관찰한 천문학자는 보

천가 뿐만이 아니라 천문류초, 문헌통고, 통지, 개원점경(開元占經), 진서 천문지, 송사(宋史) 천문지

와 같은 천문서들을 참고하여 그 현상을 보고하게 된다. 그런데 천문류초의 점사나 중국의 천문서들

에는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으므로, 범입 현상은 주로 건성(建星)으로 기록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에 별똥은 시작된 곳과 사라진 곳을 나타내는 별자리들, 밝기와 색깔 등으로 점을 치는데, 그 조합이 

상당히 많으므로 각 현상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점사를 수록해 놓은 참고 서적이 없다. 그러므로 천문

학자는 별똥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별자리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의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보천가를 암송하고 있었으므로, 보천가에 따라 별똥은 대다수가 입성(立星)

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건성(建星)과 관련된 천문 기록들은 대체로 숙종 이전에는 별똥 기록이 대다수를 차지하

며, 경종 이후로는 별똥이 거의 없고 범입 기록이 대부분이다. 특히, 실록의 입성(立星) 기록은 13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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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520년경 사이에는 기록이 없고, 16세기 중반, 17세기 초반, 18세기에 모여 있다. 또한 17세기

의 입성(立星) 기록을 보면, 일기에 기록되었으나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기

록들은 대부분 별똥 기록이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까지 별똥 기록이 많은 이유는 당시에 사자자

리 별똥소나기(Leonid meteor outbursts)가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31).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천문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별똥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조와 숙종 대에 걸치는 17

세기 중엽에는, 일기에는 기록된 별똥이 실록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숙종대 이후에는 별똥 기록

이 거의 사라지고, 영조 이후에는 범입 기록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별똥이 점차 관

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음을 뜻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고려시대에는 건(建)으로 기록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

고, 조선시대에는 입(立)으로 기록된 것이 건(建)으로 기록된 것보다 2배나 많다는 점이다. 고려를 건

국한 왕건(王建)의 휘(諱)를 피하기 위해 고려의 천문학자들이 중국의 건성(建星)을 입성(立星)으로 기

록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입성(立星)으로 기록되고, 왕조가 교체된 조선시대는 더 이상 

피휘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건성(建星)으로 기록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그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이 사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조선시대에 사용된 입성(立星) 기록에 주목해보자. 입성 

기록은 16세기 중반에 나타나서 18세기말까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입성 표기는 16세기 이전에 성립

되어 조선시대 내내 천문학의 표준이 되었던 어떤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성립 시기와 천문학사적 지위, 그리고 그 지위의 지속시간 등

으로 볼 때 바로 그러한 표준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보천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은 1430년(세종 12년)부터 취재(取才)의 교재로 선정되

어 조선시대 내내 그 지위를 유지한 책이기 때문이다32).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서기 1396년에 돌

에 새겼다고 도설에 명기되어 있고, 숙종대에 새로운 돌에 새겼다는 문헌비고(文獻備考)의 기록이 전

한다. 이 석각들을 바탕으로 목판본과 탁본들을 만들어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민간에서

는 그것을 필사하여 소장하는 경우도 빈번할 정도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문도(天文圖)라고 할 수 

있다. “천문류초는 세종대에 이순지가 편찬했다.”라는 1818년에 편찬된 서운관지(書雲觀志)의 기록이 

있고, 실록에는 1545년(명종 즉위년)에 천문류취(天文類聚)라는 제목으로 진서(晉書)와 문헌통고(文獻

通考) 등의 중요한 문헌과 동등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초기에 성

31) 안상현,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별똥비 및 별똥 소나기 목록」, 『한국우주과학회지』(2004).

32) 이기원, 앞의 논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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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모두 건성(建星)이 입성(立星)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

이 조선시대 내내 입성(立星)이 지배적이었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에는 왜 건성(建星)이 압도적으로 많고 꾸준히 나타날까? 우리는 흥미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특정 시기를 관찰할 수 있다.

(가) 충렬왕대에는 분명히 입성(立星)과 건성(建星)을 혼용하였다.

(나)  조선 초기 태종 이전 시기의 기록은, 고려사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건성(建星) 기록이 압도적이고 

월범(月犯) 및 오성범(五星犯) 기록이 대부분이다.

고려사는 고려 당대의 역사서가 아니라,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어 조선 문종 1년(1451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사서의 편집자들에 의해 원사료에는 입성(立星)이었던 것들이 모두 건성(建星)

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의 사실은 고려사 편집자들이 실수로 남겨 두었다고 ad 

hoc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했듯이, 세종 이후에 보천가 등의 영향을 받아 입성(立星) 기록

이 출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사실은 세종 이전에 여전히 고려의 천문학에 영향을 강하게 받

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조선 초기에는 4품 이상의 천문학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습하도록 

되어 있다가33), 그 후 과거 시험을 통해 천문학자를 선발하게 되었다34). 따라서 적어도 태종 이전의 조

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천문학의 유습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사

실로 미루어보면,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의 원사료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사 천문지의 

건성(建星) 관련 천문기록들은 원사료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의 건성(建星) 기록들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조선초에 잠시 나타났던 건성(建星) 기록이 

세종부터 인조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현종대부터 18세기말까지 꾸준하게 

기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선초의 건성(建星) 기록에 관해서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조선 인조 

이후에 다시금 나타난 건성(建星) 기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천문학사에서 조선 인조 시기부터 일어난 변화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서양천문학의 영향을 받

은 신법천문학이 도입된 것이다. 인조 9년(1631년)에 정두원(鄭斗源)이 명(明)에 사신으로 갔다가 포

르투갈 출신 예수회 신부인 로드리게스(Rodgrigues, 1561~1633)로부터 천문학 서적, 천문도, 망원

경, 해시계, 자명종 등의 천문학 관련 문물을 들여오고35), 인조 23년(1645년)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33)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9月 18日 庚寅

34)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3月 24日 戊寅

35) 안상현, 「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I. 정두원의 서양국기별장계」, 『한국우주과학회지』(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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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망(湯若望 또는 Adam Schall)이 번역한 한역 서양천문서를 가져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무렵

부터 시헌력이 도입되기 시작되어 효종 4년(1653년)부터 시행되었다.

조선 초기에 천문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7세기 이후로 

변화를 겪게 된다. 구도 보천가는 독점적인 지위가 약해지고, 신법천문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

수회 선교사인 남회인(南懷仁 또는 Verbiest)이 1673년에 저술한 신제영대의상지(新制靈臺儀象志)가 

숙종 39년(1713년)에 조선에 들어왔고36), 이듬해 관상감에서 그것을 복제하여 간행하였다37). 김영(金

泳, 1749-1817)은 이 책에 수록된 성도에다 구도 보천가의 가결을 합쳐서 신도 보천가를 편찬하였으

며38), 이 신도 보천가는 1791년에 관상감 시험과목을 신법천문학에 맞게 변경할 때 구도 보천가를 대

신하여 채택되었고39), 이듬해인 1792년에 관상감에서 목판이 제작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즉 보천가의 

표준이 변경되기에 이른 것이다.

천문류초는 조선후기에도 조선 초기의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류초의 권

위는 조선전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서양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서적과 성

도가 여럿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성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전기에는 성도의 표준이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라고 할 수 있

는데, 선조 무렵에 양각 목판본이 제작되어 보급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거의 

사라졌다. 그리하여 숙종대에 이르러 복각본이 제작되었다. 이 복각본에는 입성(立星)을 건성(建星)으

로 교정하였다. 또한, 인조 이후에는 중국에 와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든 신법천문도들이 여럿 수

입되어 모사되었다. 1631년에 정두원이 천문도남북극(天文圖南北極)을 가져왔고40), 1649년(인조 27

년)에는 천문학자 송인룡(宋仁龍)이 탕약망으로부터 잔글씨로 적은 책 15권과 성도 10장을 얻어오기

도 하였다41). 1708년(숙종 34년)에는 관상감에서 탕약망의 적도남북총성도(赤道南北總星圖)를 바치자 

모사하게 하였고42), 1742년(영조 18년)에도 북경에서 가져온 천문도를 모사하게 하였고43), 1742년에

는 대진현(戴進賢 또는 Koegler)의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總星圖)를 모사하였으며44), 영조 42

년(1766년)에는 대진현과 유송령(劉松齡) 등이 만든 흠정의상고성(欽定儀象考成)의 신법천문도(新法

36)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7月 30日 乙亥

37) 『朝鮮王朝實錄』 肅宗 40年 5月 23日 癸亥

38) 안상현, 앞의 논문(2011).

39)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10月 27日 戊辰

40) 안상현, 앞의 논문(2009a).

41) 『朝鮮王朝實錄』 仁祖 27年 2월 15日 甲午

42) 『承政院日記』 肅宗 34年 5月 12日 丁亥

43) 『承政院日記』 英祖 18年 11月 22日 丁丑; 『朝鮮王朝實錄』 英祖 18年 11月 20日 乙亥

44) 이용범, 앞의 책(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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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文圖)가 도입되었다45). 이와 같이 17세기 초부터의 신법천문학의 영향과 기존의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 체제의 약화로 말미암아, 조선후기에는 건성(建星)이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초기에 천문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

도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피휘 흔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세 개의 자료 모두에서 중국의 건성(建星)을 

입성(立星)으로 적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우리는 고려사 천문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승정원일기 

등의 역사서에 나오는 천문 기록들에도 이 입성(立星)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것들은 

고려를 개국한 왕건(王建)의 이름을 피휘하여 건(建)자를 대신하여 입(立)자로 적는 대자피휘(代字避

諱)로 보았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구도 보천가의 가결에는 입성(立星)이 네 번 나오며, 그것들은 피휘에 의한 것이

다46). 고려시대에는 죽은 왕의 이름에 대해서도 피휘를 하였는데, 특히 초기 국왕들에 대한 피휘는 고

려 말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고려 태조(太祖)의 휘(諱)인 건(建)은 입(立)으로, 혜종(惠宗)의 

휘인 무(武)는 호(虎)로, 정종(定宗)의 휘인 요(堯)는 고(高)로, 광종(光宗)의 휘인 소(昭)는 명(明)으로, 

성종(成宗)의 휘인 치(治)는 리(理)로 바꾸는 대자피휘를 하였는데, 여러 문헌들과 금석문들을 조사해

보면 고려 초기의 국왕들에 대한 피휘가 고려 말기까지 나타난다47). 

또한, 고려사에는 22건의 건성(建星) 기록과 2건의 입성(立星) 기록이 나오는데, 이 2건은 모두 충렬

왕 시기의 기록이다. 이것에 대해 기존 연구는, 고려가 당(唐)의 제도를 따라, 왕건(王建) 당대에만 입

성(立星)이 쓰이고 그 이후에는 피휘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충렬왕대의 2건의 입성(立星) 기록은 실

수였다고 ad hoc하게 설명한다48). 그러나 고려시대의 피휘는 당(唐)의 제도와 같지 않아서, 국왕이 죽

은 뒤에도 피휘를 하였다. 더욱이 충렬왕 초에 편찬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피휘의 용례를 검

토한 결과, 고려 초기의 국왕들에 대한 피휘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의 피휘 제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

면, “당시에는 피휘법이 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피휘는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 선택에 달

45) 『承政院日記』 英祖 42年 5月 5日 癸酉

46) 石云里, 앞의 논문(1998).; 안상현, 앞의 논문(2009b).

47)   정구복, 앞의 논문(1994).; 이근직, 앞의 논문(1997);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에는 고려 혜종(惠宗)의 휘(諱)인 武를 虎로 바꾸어 표시하는 피휘나, 
정종(定宗)의 휘(諱)인 堯를 高로 표시하는 대자피휘나 결획이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겸피휘자인 繞와 曉에도 전혀 피휘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와 도설의 기원이 다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른 논문을 기약한다.

48) 石云里, 앞의 논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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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었다49).” 이것은 충렬왕이 왕위에 있던 시기에 건성(建星)과 입성(立星) 기록이 공존하는 것을 설

명할 수 있다. 충렬왕 때의 입성(立星) 기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판단

된다.

충렬왕대의 입성(立星)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도 재음미해 볼 수 있다. 첫

째,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충렬왕대의 유명한 천문학자 오윤부(伍允孚, ?~1304)가 천문도를 그렸는

데, 다른 천문학자들이 모두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50). 둘째, 충렬왕 34년(1308년) 6월 신축

일(辛丑日)에는 충선왕(忠宣王)이 새로 관제를 공포하였는데51), 이때 태사국(太史局)과 사천감(司天監)

을 합하여 서운관(書雲觀)을 설립하고 관제를 정하여 인원을 배정하였다52). 즉 충렬왕 재위기에 고려

의 천문학이 새롭게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사 천문지의 입성(立星) 기록은 이러한 충렬왕대(忠

烈王代)의 천문학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 대부분 건성(建星)으로 표현되던 천문 현상들이 조선중기 

이후로는 주로 입성(立星)으로 표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주로 구도 보천가의 영향 때

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가결과 성도에 입성(立星)으로 적고 있는 구도 보천가가 1430년부터 조선시대 

내내 천문학자를 선발하는 암송 시험의 필수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중엽에 별똥 기록이 대부분 입성(立星)으로 기록된 까닭이, 각각의 별똥 현상에 일대일

로 대응되는 점사를 천문서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천문학자들이 별똥의 생멸위치를 기록하는데 보천

가 방식의 별자리 체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달과 행성들이 건성(建星)을 침범하거나 엄폐했

던 기록들은 천문류초나 중국 천문서에서 점사를 참조함으로써 주로 건성(建星)으로 기록되었다고 분

석하였다. 한편, 조선의 역사 기록에서 17세기부터 건성(建星) 기록이 다시 나타나는 까닭은 이때부터 

서양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서적과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보천가,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 

등의 권위가 떨어지고 입성(立星)을 대신하여 건성(建星)을 사용한 천문학 문헌들이 사용되기 시작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각종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입성(立星)이란 별자리 이름이 쓰였다는 사실이다. 

서기 1396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본과 기존에 선조 4년(1571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덴리대학 박물관 및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각 목판본에 모두 입성(立星)

으로 적혀 있다. 반면, 숙종 재위 기간 중(1674~1720)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상열차분야지

49) 정구복, 앞의 논문(1994).; 이근직, 앞의 논문(1997).

50) 『高麗史』122卷 列傳35 方技 伍允孚, “嘗自圖天文以獻日者皆取法焉.”

51) 『高麗史』 32卷 世家32 忠烈王5, 忠烈王 34年 6月 辛丑 “頒瀋陽王所定官制.”

52) 『高麗史』 76卷 志30 百官1 書雲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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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숙종 석각과 그것의 탁본들에는 모두 건성(建星)으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 석각을 바탕

으로 양각 목판본이 제작되었고, 숙종 석각을 바탕으로 탁본들이 제작되었음을 지지하는 한 증거이다.

고려시대의 피휘인 입성(立星)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기원

에 관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래 원석본이 고구려 시대의 것

이라고 믿어왔다. 이 학설의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원본 석각에 대한 언급은 천상열차분야지

도의 도설에 있다. “이 천문도의 석본(石本)은 원래 평양성(平壤城)에 있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

(江)에 빠져 잃어 버렸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그 인본이 남은 것도 전혀 없었다. 조선 태조 초기에 

마침 그 인본을 구하여 새로 돌에 새겼다. 옛 성도에서는 입춘날 저녁에 묘(昴)가 남중하였으나 지금은 

위(胃)가 남중한다.” 이 문장을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 석각은 고구려 때 것인데 여당전

쟁(668-672) 때 대동강(大同江)에 빠졌으며, 그 탁본이 조선에 전해져서 일부 중성(中星)들을 고친 후 

돌에 새겼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다. 여기서 강(江)을 대동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결함은 없

으나, 평양성과 “세월이 오래되었다.”라는 정보로부터 고구려를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 학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Rufus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53). 그의 논문에 따르면, 천

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고구려 시대의 것이라고 판단한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해동잡록(海東雜錄) 

안에 들어 있는 양촌도설(陽村圖說)이다54). 그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天文圖石本, 舊在平壤城. 因麗季兵亂, 沈于江而失之. 國初有以一本投進者. 然歲久星度已差, 更推步

以定今四仲55)昏曉之中[星]. 勒56)成新圖。又新修中星記一編以進。 (陽村圖說/ 海東雜錄, 權鼈, 1670년)

해동잡록은 조선중기의 학자 권별(權鼈, 1589~1671)이 지은 책으로 조선 초기 이전에 활동한 인물

들의 열전이다. 이 책의 권근전(權近傳)에 수록된 양촌도설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을 요약한 것

이다. Rufus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因麗季兵亂, 沈于江而失之.”라는 구절인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문 “因兵亂, 沈于江而失之.”에 비해 ‘려계(麗季)’란 단어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다. 그는 이 ‘麗季’

의 려(麗)를 고구려의 약자로 인식하였으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고문헌에서 ‘麗

季’는 ‘고구려말’이 아니라 ‘고려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중에 Rufus는 윗글의 ‘병란’을 ‘672년

53) Rufus, C. W., ibid (1913).

54) Rufus는 大東野乘의 海東雜錄을 참고하였다. [Rufus, C. W., ibid (1913).]

55) 원문의 건(件)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을 근거로 필자가 교정함.

56) 원문의 근(勤)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을 근거로 필자가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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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구려 멸망’이라고 확대 해석하였다57). 물론 이것은 당(唐)이 한반도에서 축출된 해를 나타내지만, 

그 병란이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58). 그럼에도 불구하고 Rufus의 주장은 나중

에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라는 영향력이 큰 저서59)에 그대로 인용됨으로써 후속 연구들

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60).

권근(權近)의 천문도설(天文圖說)은 각종 천상열차분야지도들은 물론이고, 양촌집(陽村集)과 동문

선(東文選)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麗季’라는 단어는 해동잡록의 양촌도설에만 나온다. 즉, 

17세기의 인물인 권별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그려져 있던 석각이 고려 말기에 대동강에 빠졌

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Rufus 당대에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저본이 고려시대의 성도였다는 인식이 있었다. 1934년에 출

간된 경성부사(京城府史)는 아래에 인용한 글처럼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이 고려시대의 탁본을 바탕

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성부사는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편찬한 서울의 역사를 서술한 책

인데 이 책의 저술은 일본인들이 조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술한 것이다.

창경원(昌慶苑) 명정전(明政殿)의 배후(背後)에 석각(石刻) 천문열상도(天文列象圖)가 현재 진열되어 있

다. 이것은 태조 4년, 전조(前朝)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평양(平壤)에 있었던 옛 석각(舊石刻)의 탁본에 근

거하여, 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석본(石本)은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별자리의 위치에 차이가 많았으므

로, 서운관에 명하여 교정한 다음 석각하였다는 것이다61). [朝鮮總督府,「天文列象圖之記」,『京城府史』第

2章 3節] 

해동잡록이나 경성부사의 자료들로부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고구려의 것이었다고 단정한 

Rufus의 기존 학설에 대해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태조 때 돌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고려시대 태조와 관련된 피휘인 입성

(立星)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태조 석각에는 고려 태조인 왕건(王建)의 이름을 피휘하여 건성(建星)을 입성(立星)으로 대자피휘(代字

57)  Rufus, C. W.,「Korea's Cherished Astronomical Chart」, 『Popular Astronomy』(1915); Rufus, C. W., & Chao, C., 「A Korean Star Map」, 『Isis』(1944), 
pp.316-326.

58) 유경노, 「書舍瑣錄 I」, 『한국과학사학회지』(1997), pp.43-68.

59) Needham, J. & Ling, W.,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59), p.279.

60)  예를 들어, Stephenson, F. R.,「Oriental Star Maps」, 『IAUS』(1988), pp.11-22.; 潘鼐, 앞의 책(1989), pp.489-494.; 宮島一彦, 「日本の古星圖と東
アジアの天文學」,『人文學報』(1999), p.59; Jeon, S. -W.,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MIT Press, Cambridge U.S.A., 1974), p.25.

61)   昌慶苑 明政殿の背後に石刻天文列象圖が現に陳列してある. 此は太祖4年, 前朝高麗時代に平壤にあった舊石刻の拓本に據り, 石刻したもので
ある. 然るに該石本は旣に年所を經て星辰座(?)に差異が多ゕったから, 書雲觀に命し訂正せしめて石刻したものである. [朝鮮總督府,「天文列
象圖之記」,『京城府史』第2章 3節 (1934),______ p.189.]



148

고궁문화 제4호, 2011

避諱)를 하고 있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의 저본이 된 탁본이 있었고, 또한 그 탁본을 찍어

낸 원본 평양 석각이 있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태조 석각에 입성(立星)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표

4>와 같이, 평양 석각과 탁본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평양 석각과 그 탁본에 모두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 태조 때 그대로 돌에 새겼을 경

우이다. 이 경우는 별다른 논리적 난점이 없다. 이 경우, 그 평양 석각은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것이다. 

㉯ 평양 석각에는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었는데 탁본 제작자가 건성(建星)으로 수정하였고 이것을 

조선시대 사람이 입성(立星)으로 수정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평양 석각에 고려시대의 피휘가 사

용되고 있으므로, 그 석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된다. 또한 석각에서 일부러 건국 군주의 이름을 

피휘한 것을 고려시대 사람이 탁본을 하면서 수정하여 환원했다는 것이 되는데, 고려는 당(唐)의 피휘 

방식인 재위 기간만 피휘를 하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 또한, 

탁본에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태조 석각의 제작자가 이미 멸망한 왕조의 피휘를 사용했을 가

능성도 적다.

㉰ 평양 석각에는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탁본 제작자가 글자를 수정하여 입성(立星)으로 

하였고, 태조 석각의 제작자들이 그 탁본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무엇보다도 탁본 

<표 4>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에 입성(立星)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

경우 평양 석각 탁본 태조 석각

㉮ 立 立 立 원본인 평양 석각은 고려시대 것이다.

㉯ 立 建 立
원본인 평양 석각은 고려시대의 것인데 탁본을 만든 사람이 
건(建)으로 환원한 것을, 조선의 태조 석각을 만든 사람이 다
시 입(立)으로 환원하였다.

㉰ 建 立 立
탁본을 만든 사람이 고려시대의 피휘에 맞도록 글자를 입(立)
으로 수정하였다. 오래된 탁본을 변조하거나, 평양 석각이 고
려시대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 建 建 立
조선 태조 석각을 만든 조선 사람이 고려 태조인 왕건(王建)
의 이름을 피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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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임의로 탁본을 수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만일 탁본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면 평양 석각이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어야 한다. 이것은 통상 평양 석각이 

대동강에 빠진 시기를 고구려 멸망기로 보는 기존의 통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만일 고구려 시대에 제

작된 탁본이 고려시대 사람에 의해 수정되었다면, 그것은 최소 250년에서 최대 700년이나 묵은 오래

된 탁본에 수정을 가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고려시대부터 조

선 초기까지의 역사서들에는 건성(建星)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탁본 제작자가 입성(立

星)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된다.

㉱ 평양 석각과 탁본에 모두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조선 태조 당시의 서

운관의 천문학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면서 탁본의 건성(建星)을 일부러 입성(立星)으로 고쳤

다는 말이 된다. 조선초기의 천문학자들은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고려시대 천문학자들이 세습하였

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려시대의 천문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조선 초기에 간행된 고려사, 고

려사절요, 삼국사기 중간본(重刊本), 삼국유사 중간본 등에 고려의 국왕들의 이름에 대한 대자피휘가 

복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것처럼 조선초기의 분위기가 피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사료에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입성(立星)으로 남겨둔 것이다. 

건성(建星)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부러 입성(立星)으로 고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작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갖는 정치적인 위상, 즉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조선의 정통성을 

표상하는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여, 오히려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된 탁본과 그 탁본의 원본인 평양 석각에도 

모두 입성(立星)으로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인 평

양 석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고, 해동잡록의 인식을 받아들이면 그 석각은 고려말기에 전란으로 

강에 빠졌으나, 그 탁본이 조선 태조에게 진헌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서기 1396년에 돌에 새긴 것이 

바로 현재의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 Rufus의 기존 학설은 진지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먼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이 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開城)이 아니라 평양(平壤)에 있

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현재 한국 천문학사에서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

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라 쉽게 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주지하다시피 고려 태조 때부터 평양이 제2의 

수도로서 중요시되어, 각종 분사(分司)를 두고 국왕이 매년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통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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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그러한 분사 가운데 물시계를 관장하

는 각루원(刻漏院)이 있었는데, 고려 태조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1116년(예종 11

년)에 서경(西京) 분사(分司)를 설치하면서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으로 고쳤다가, 1136년(인종 14년)

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폐지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물시계는 국왕이 있는 곳에 반드

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간 측정 기구이다. 또한 천문(天文)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왕의 지척에 있어야 했

던 태사국(太史局)의 분사(分司)가 평양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 사람들이 평양을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말의 병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란에서 원본 석각이 대동강에 빠졌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1359년(공민왕 8년)

에 4만 명의 홍건적이 고려를 침공하여 평양이 함락된 적이 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 천상열차분야

지도의 평양 석각이 강에 빠져버렸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의 시작에 불

과하며,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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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高麗와 朝鮮의 建星과 관련된 天文記錄62)

高麗史 立星 2건

忠烈王十五年七月庚寅(1289.07.19), 月犯立星63).

忠烈王三十四年二月甲辰(1308.03.07), 歲犯立星64).

高麗史 建星 12건

德宗元年八月丁未(1032.09.15), 月犯建星, 太白犯軒轅.

仁宗十三年四月癸丑(1135.05.24), 月行左角南隔三尺許, 軫星犯西建星隔一寸許.

仁宗二十一年九月戊寅(1143.11.03), 月食建星.

明宗三年七月辛丑(1173.08.20), 月犯建南第二星.

神宗元年二月己丑(1198.03.30), 月犯建星, 流星入積率.

神宗二年九月丙申(1199.09.28), 月入建星.

高宗五年九月丙子(1218.09.28), 月犯建星.

高宗四十年十月庚戌(1253.10.28), 月入建星與鎭星同舍, 熒惑入軒轅大星.

元宗三年七月丁亥(1262.08.19), 流星出匏瓜入建星. (7月 丁亥는 없고, 8月 丁亥가 있음.)

元宗十年九月己酉(1269.10.03), 月犯建星.

忠烈王三年二月甲子(1277.03.10), 月犯歲星, 熒惑犯建星. 庚辰月犯南斗.

忠穆王二年十月庚戌(1346.10.20), 月犯建星.

高麗史 建 10건

仁宗五年二月甲子(1127.03.18), 流星出建, 入房, 大如木瓜.

仁宗五年三月甲午(1127.04.17), 流星出建, 入房, 大如木瓜, 長十五尺許.

明宗五年七月丙戌(1175.07.26), 流星出虛, 入建.

明宗二十四年五月庚午(1194.05.31), 流星從危, 入建, 大如桮, 尾長三尺.

高宗十二年正月甲申(1225.03.03), 歲星犯建.

高宗十三年正月庚申(1226.02.02), 太白犯建.

62) *표가 붙어 있는 것은 實錄과 日記에 중복되어 나오는 기록이다.

63) 忠烈王 15년 七月庚寅, 月犯翼星. (天東象緯考) 天東象緯考의 오류.

64) 忠烈王 34年 2月甲辰, 木犯立星. 占曰臣謀主, 大臣不親其君, 上下相憂, 兵起, 又曰大旱. (天東象緯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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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宣王四年五月癸酉(1312.07.03), 鎭星犯建.

忠肅王後七年七月乙未(1338.07.19), 鎭星犯建. 壬寅月犯心星.

忠惠王後二年正月丁卯(1341.02.05), 太白入建. 辛未月犯心大星. 癸酉犯南斗.

忠惠王後二年四月庚辰(1341.04.19), 鎭星犯建.

高麗史 鍵閉 6건(建閉 1건, 鍵閉 5건)

高宗四十四年六月壬辰(1257.07.21), 月犯建閉.

顯宗五年五月辛卯(1014.06.06), 太白晝見, 鎭星犯鍵閉.

顯宗五年七月辛亥(1014.08.25), 鎭星犯鍵閉.

顯宗五年八月庚辰(1014.09.23), 鎭星犯鍵閉.

毅宗十五年四月甲辰(1161.04.28), 鎭星犯鍵閉.

毅宗十五年九月壬申(1161.09.23), 鎭星犯鍵閉.

朝鮮王朝實錄 立星 (24건, 承政院日記의 立星과 일치하는 것 13건)

 中宗25年7月5日壬辰(1530.07.28) 夜初更, 流星出河鼓星, 入立星, 狀如鉢, 尾長八九尺許, 色白.(流

星 3개, 飛星 1개)

中宗30年4月27日丁巳(1535.05.28) 夜, 流星又出立星, 入天淵星, 尾長六七尺許, 色赤. (流星 2개)

明宗8年9月28日辛未(1553.11.03) 夜, 流星出女星, 入立星, 狀如拳, 尾長五六尺許, 色赤. (流星 2개)

明宗12年5月27日己卯(1557.06.23)  夜, 流星出立星下, 入巽方天際, 狀如拳, 尾長一尺許, 色白.

明宗14年7月15日甲申(1559.08.17)  夜, 流星出立星, 入天市垣,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白.

明宗15年8月7日庚子(1560.08.27) 夜, 流星出立星下, 入女星下, 狀如拳, 尾長四五尺許, 色赤.

 明宗16年7月20日戊申(1561.08.30) 夜, 流星出立星入, 牛星下,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白. (流星 

2개)

明宗18年6月3日己酉(1563.06.22) 夜, 流星出立星下, 入南方, 狀如鉢, 尾長四五尺許, 色白.

 明宗21年閏10月6日癸巳(1566.11.17) 夜, 流星出立星下, 入西方雲間, 狀如大梨, 尾長二三尺許, 色

赤, 光照地.

 光海1年6月20日己巳(1609.07.20) 夜一更, 飛星出立星上, 入저星上, 狀如鉢, 尾長四五丈許, 色赤. 

(流星 2개)

仁祖6年7月13日壬申(1628.08.12) 月犯立星. 又流星出壁星下, 入巽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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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17年10月3日丙戌(1639.10.28) 流星出立星上, 入天廐星上.

*仁祖24年5月8日癸丑(1646.06.20) 流星出立星上, 入心星上.

 *肅宗3年4月10日丙辰(1677.05.11) 流星出天中, 入巽方. (承政院日記의 流星 2개 중에서 實錄에는 

하나가 누락됨.)

*肅宗12年4月3日丁亥(1686.04.25) 流星出奎星上. (承政院日記에는 立星으로 되어 있음.)

*肅宗37年8月2日己未(1711.09.14) 流星出立星下, 入坤方.

*肅宗41年10月7日己巳(1715.11.02) 月犯立星.

*英祖6年9月8日甲戌(1730.10.19) 夜, 流星出立星上, 入西方天際, 狀如拳, 尾長二三尺, 色赤.

*英祖9年9月8日丙戌(1733.10.15) 月犯立星, 有星流于軍市星之下.

*英祖10年1月25日壬寅(1734.02.28) 太白晝見, 夜, 月犯立星.

*英祖11年9月8日甲辰(1735.10.23) 夜, 月犯立星.

*英祖32年8月10日丙午(1756.11.04) 月犯立星.

*英祖33年3月23日甲寅(1757.05.10) 月犯立星.

*英祖33年10月4日癸亥(1757.11.15) 夜, 金星犯南斗, 月犯立星.

承政院日記 立星 (18건, 實錄과 연관되지 못한 것 5건)

 仁祖11年8月29日戊子(1633.10.01) 夜一更, 流星出牛星下, 入立星上, 狀如甁, 尾長四五尺許, 色赤, 

光照地.

 仁祖14年6月22日乙未(1636.07.24) 夜一更, 流星出天弁星上, 入立星下,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白.

 仁祖14年9月16日丁巳(1636.10.14) 夜二更, 流星出立星下, 入南方天際, 狀如甁, 尾長三四尺許, 色赤.

 * 仁祖17年10月3日丙戌(1639.10.28) 夜一更, 流星出三星上, 入天廐星上, 狀如鉢, 尾長七八尺許, 色

赤. 二更, 客星…. 三更, 客星……. (三은 탈초 오류)

* 仁祖24年5月8日癸丑(1646.06.20) 夜五更, 流星出立星下, 入心星上, 狀如鉢, 尾長二三尺許, 色白.

孝宗5年5月25日甲寅(1654.07.09) 夜一更, 流星出立星下, 入南方天際, 狀如拳, 尾長二三尺許, 色赤.

 顯宗4年9月4日戊辰(1663.10.04) 夜一更, 流星出敗苽星下, 入立星上,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赤. 

(實錄에는 太白晝見만 있음.)

 * 肅宗3年4月10日丙辰(1677.05.11) 初昏, 流星出天中, 入巽方天際, 狀如鉢, 尾長三四尺許, 色赤。夜

五更, 流星出立星上, 入南方天際, 狀如鉢, 尾長三四尺許, 色赤.

 *肅宗12年4月3日丁亥(1686.04.25) 夜五更, 流星出立星上, 入坤方天際,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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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肅宗37年8月2日己未(1711.09.14) 夜二更, 流星出立星下, 入坤方天際, 狀如拳, 尾長三四尺許, 色赤.

*肅宗41年10月7日己巳(1715.11.02) 夜一更, 月犯立星.

*英祖6年9月8日甲戌(1730.10.19) 夜一更, 流星出立星上, 入西方天際, 狀如拳, 尾長二三尺許, 色赤.

*英祖9年9月8日丙戌(1733.10.15) 夜一更, 月犯立星。五更, 流星出….

*英祖10年1月25日壬寅(1734.02.28) 夜五更, 月犯立星.

*英祖11年9月8日甲辰(1735.10.23) 夜二更, 月犯立星.

*英祖32年8月10日丙午(1756.11.04) 夜一更, 月犯立星, 五更, 流星出….

*英祖33年3月23日甲寅(1757.05.10) 夜五更, 月犯立星.

*英祖33年10月4日癸亥(1757.11.15) 夜一更, 金星犯南斗星, 月犯立星.

朝鮮王朝實錄 建星 (13건, 承政院日記의 建星과 일치하는 것 7건)

定宗1年9月2日己巳(1399.10.01) 月犯建星.

定宗2年2月2日丁酉(1400.02.26) 土星犯建星.

定宗2年2月13日戊申(1400.03.08) 土星犯建星南, 隔二尺.

定宗2年4月4日己亥(1400.04.28) 土星犯建第二星.

定宗2年9月8日己巳(1400.09.25) 月犯建星.

太宗13年1月5日乙酉(1413.02.05) 流星出天市垣, 入建星度, 形如甁, 色靑.

*仁祖24年6月29日甲辰(1646.08.10) 夜, 流星又出天棓星下, 入建星上. (流星 3개)

*顯宗5年8月8日丁卯(1664.09.27) 月犯建星.

*肅宗5年7月13日乙巳(1679.08.18) 月犯建星.

*肅宗41年8月11日甲戌(1715.09.08) 月犯建星.

*景宗4年2月20日甲子(1724.03.14) 夜, 土星犯迷星. (迷는 建의 誤字)

*景宗4年4月14日丁巳(1724.05.06) 夜, 土星犯建星.

*英祖14年2月22日甲辰(1738.04.10) 月犯建星.

承政院日記 建星 (8건, 實錄에 수록되지 못한 것 1건)

 * 仁祖24年6月29日甲辰(1646.08.10) 三更, 流星出天棓星下, 入建星上, 狀如鉢, 尾長三四尺許, 色

赤.(流星 3개)

*顯宗5年8月8日丁卯(1664.09.27) 夜一更, 月犯迷星. (迷는 建의 誤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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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5年7月13日乙巳(1679.08.18) 夜一更, 月犯建星.

*肅宗41年8月11日甲戌(1715.09.08) 夜三更, 月犯建星.

*景宗4年2月20日甲子(1724.03.14) 夜四更五更, 月暈, 土星犯建星.

*景宗4年4月14日丁巳(1724.05.06) 夜五更, 土星犯建星.

*英祖14年2月22日甲辰(1738.04.10) 夜五更, 月犯建星.

英祖31年10月5日乙巳(1755.11.08) 夜一更月犯建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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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조선시대의 중요 천문 자료인 천상열차분야지도, 보천가, 천문류초에 고려 태조인 왕건(王建)의 이

름을 피휘(避諱)하여 중국에서는 건성(建星)이라고 불리는 별자리를 입성(立星)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려사 천문지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검색하여 건성(建星)과 입성(立星)

으로 기록된 천문 현상들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는 건성(建星)이란 이름이 통용되었으며, 

특이하게도 충렬왕대(忠烈王代)에만 단 두 건의 입성(立星)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초기인 태종(太宗) 이전에는 건성(建星) 기록만이 있고,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는 입성(立

星)만 존재하다가,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건성(建星)과 입성(立星)이 혼용되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이

러한 별자리 명칭의 시대적 변화가 조선 초기에 성립된 위의 세 천문학 자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천

가의 영향 때문임을 논증하였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고구려 시대의 것이라는 Rufus의 

기존 학설은 그 주요 논거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인용된 양촌도설(陽村圖說)에 나오는 ‘여계(麗季)’

라는 용어를 고려 말기가 아니라 고구려 말기로 오역하였고, Rufus와 거의 동시대의 문헌인 경성부사

(京城府史)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Rufus의 학설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태조 석각에 고려 태조의 이름을 피

휘하여 원래 건성(建星)이라는 별자리를 입성(立星)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도가 고려 시대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천상열차분야지도, 보천가, 천문류초, 피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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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ming Taboo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Joseon's King 
Taejo's Planisphere and the Origin of the Planisphere

Ahn, Sang-Hyeon*65)

I discovered that the naming taboo of the Goryeo dynasty was used in Cheonsang 

Yeolchabunyajido, Bocheonga, and Cheonmunryucho that has been important astronomical 

treati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name of the constellation Geonseong(建星) was replaced 

with Yipseong(立星) in these treatises in order to avoid using the name of the establisher of 

the Goryeo dynasty or Wang Geon(王建). I collected all the astronomical records related with 

Geonseong(建星) and Yipseong(立星) in the official history books of both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As results, Geonseong(建星) had been generally used during the Goryeo 

dynasty, with exceptions of two records during the era of King Chungnyeol(忠烈王). Geonseong(建

星) had been used during the very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but from the middle 16th 

century to the middle 17th century, Yipseong was dominantly used, while after the middle 17th 

century the two terms had been used in a mixed way. I discussed that these variations of terms 

was caused by the above-mentioned three treatises, especially by Bocheonga. In particular, since 

the naming taboo of the Goryeo dynasty is used in Cheonsang Yeolchabunyajido,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se our idea that the planisphere originated from the Goguryeo dynasty. I proposed 

an idea that the planisphere originated from the Goryeo dynasty, because of the crucial evidence 

of the previous idea or Yangchondoseol(陽村圖說)  in Haedongjamnok(海東雜錄), the comments 

on the planisphere in Keijofusi(京城府史) published in 1934 by the Japanese imperialism General, 

and importantly the naming taboo for the name of the establisher of the Goryeo dynasty or Wang 

Geon(王建).

Key words : Cheonsang Yeolchabunyajido, Bocheonga, Cheonmunryucho, naming taboo

* Space Science Divisio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인쇄일 2011년 12월 23일

발행일 2011년 12월 27일

펴낸곳 국립고궁박물관

편집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Tel. 02-3701-7500 / Fax. 02-3701-7660

 http://www.gogung.go.kr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ISSN 1976-6785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호 <年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