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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중․일 중세시기 도량형제의 비교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시기 도량형은 국가의 주도로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제작하였는
데, 중앙의 경우 고려는 京市署가, 송․원대는 太府寺와 工部가, 평안․겸창기는
大藏省에서 담당하였고, 지방은 각 지역의 國司가 담당하였다.
둘째, 척의 단위는 ‘촌․척’을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이하도 마찬가지다. 고려
의 척은 분화하지 않고 기존의 唐大尺을 營造, 布의 수취, 그리고 量田 등에 공용
하다가, 12세기 이후 金尺을 형장식의 사용과 指尺을 量田尺으로 사용함으로써
量田尺과 營造用의 尺(=布帛尺) 등이 존재하였다. 송은 당대의 척을 계승하였으
며, 이러한 척을 三司尺 혹은 三司布帛尺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였고, 당의 小尺을
天文用 척으로 사용하였다. 원대의 척은 명칭을 알 수 없지만, 송대보다 약간 길
어졌다. 평안․겸창․남북조기는 이전의 당대척과 고구려척을 계승하여 사용하
였다. 3국의 척은 이전의 시기보다 길었고, 용도별 명칭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부피의 단위는 斗 이하는 동일하였지만, 斗와 石은 고려가 15두=1석이지
만, 송․원대와 평안․겸창기는 10두=1석이지만, 송대는 5두=1斛도 사용되었다.
1승의 용적은 고려가 약 0.34ℓ인 반면, 송․원대는 약 0.7ℓ와 1ℓ 내외였고,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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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鎌倉․南北朝期는 약 1.1ℓ 혹은 1.4ℓ 정도였다.
넷째, 저울의 단위는 1근 16량을 사용하였다. 량 아래의 단위는 고려에서 원의
저울 도입과 경국대전에 십진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십진법을 사용하였고,
송․원에도 십진법을 사용하였고, 일본 중세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1근의 중량
은 약 600g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주제어 : 度量衡, 尺, 量田尺, 容積, 重量.

Ⅰ. 머리말
도량형은 국가의 수취․교역 등의 경제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
다. 도량형이 혼란하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근대의 국가는 새
로운 국가를 건국하면, 그 논리에 맞추어 도량형을 정비하는 것도 이에 기인
한다. 도량형은 정말 중요한데, 한․중․일 중세도 마찬가지이다. 중세시기
의 도량형은 각 국가마다 나름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1) 따라서 한․중․일
중세시기 도량형제의 비교 연구는 한․중․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
이자 경제사 연구의 토대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세시기 도량형제의 비교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혹
자국의 도량형제를 언급하면서 부분적으로 검토한 글들은 다수 있다.2) 도량
형의 연구는 대부분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한국의 도량형 연구,3)
중국은 중국의 도량형 연구,4) 일본은 일본의 도량형 연구를5) 진행하였다. 한
1) 한․중․일 중세시기의 설정은 고려를 기준으로 하여 고려와 비슷한 시기인 중국의 송․원대, 일
본의 平安․鎌倉․南北朝를 대상으로 살폈음을 밝혀둔다.
2) 小泉袈裟勝, <東洋尺度史の諸問題>, 日本歷史351, 1977 ; 小泉袈裟勝, 枡, 法政大學 出版局,
1998 ; 小泉袈裟勝, ものさし, 法政大學 出版局, 2001 ; 小泉袈裟勝, 秤, 法政大學 出版局,
2001.
3) 朴興秀, <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관하여>, 學術院, 1972 ; <한국 古代의 量田法과 量田尺에 관
한 연구>,한불연구, 1974 ; <新羅 및 高麗 때의 量制度와 量尺에 관하여>科學技術硏究 5,
1977 ; 朴興秀, 度量衡과 國樂論叢, 대방문화사, 1980 ; 朴興秀,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
대 출판부, 1999 ;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硏究, 혜안, 2001 ; 이종봉, 한국 도량형사, 소명,
2016.
4) 吳承洛, 中國度量衡史, 商務印書館, 1937 ; 河南星計量局 主編,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中州古
籍出版社, 1990 ; 丘光明 編著, 中國歷代度量衡考, 科學出版社, 1992 ; 丘光明, 中國度量衡, 新
華出版社, 1993 ; 丘光明, 中國古代度量衡, 商務印書館, 1996 ; 丘光明․邱隆․陽平 著, 中國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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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박흥수는 고려 文宗 이전은 周尺을, 文宗 23年 이후는 指尺(19.423cm)을
양전척으로 사용하였고, 통일신라시대의 당대척은 營造尺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6) 여은영은 周尺(21.30cm), 金尺, 高句麗尺, 營造尺 등의 척이 존재하
였다고 하였고,7) 이우태는 고려는 31.5～35cm의 길이를 가진 척이 존재하였
다고 보았다.8) 이종봉은 통일신라 때의 당대척을 계승한 척과 나중에 金尺․
指尺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9) 중국은 송의 1척은 31.6cm 정도이고, 원은
이보다 약간 신장된 34cm와 34.6cm의 척을 사용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10)
일본 중세의 척은 문헌과 최근 출토된 사례를 통해,11) 근세시기의 曲尺과 吳
服尺 등이 이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容積에 대한 연구는 박흥수는 고려시대 1승의 용적은 文武王代
이후 唐의 大量制(약 597.6㎖)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보았다.12) 여은영은 고려
전기에 1승=298.79㎖의 精穀升과 398.38㎖의 皮穀升이 각각 존재하였는데,
精穀升은 고려후․말기에 大容積의 元石에 동화되어 597.57㎖로 변화되었고
보았다.13) 이종봉은 1升의 용적이 1石=15斗로 변화되면서 약 300㎖였다고
보았다.14) 중국 송대의 1승은 585㎖와 668㎖ 정도이고, 원대 1승은 이를 환산
한 836㎖와 954㎖ 정도라고 추정하였다.15) 일본 중세 양제의 연구는 平安期
의 延久 4년(1072)의 소위, ‘宣旨升’을 양제의 개정으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
다고 하는 견해이다. 전자는 寶月圭吾가 대표적인데,16) 그는 율령의 양제가
토지제도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자 연구 4년 양제의 개편 때, 1승의 용적을 증

學技術史-度量衡卷, 科學出版社, 2003 ; 邱隆·丘光明·顧茂森·劉東瑞·巫鴻 共編(金基協 譯),
中國度量衡圖集, 법인문화사, 1993.
5) 小泉袈裟勝, 앞의 책.
6) 위의 각주 3번 참조.
7) 呂恩暎, <高麗時代의 量田制>, 嶠南史學2, 1986.
8) 李宇泰, <新羅時代의 結負制>, 泰東古典硏究5, 1989.
9) 李宗峯, 앞의 책(2001).
10) 曾武秀, <中國歷代度量衡槪述>,歷史硏究1964년 제3기 ; 袁明森, <四川包溪出土兩方 ‘元萬州諸
뢰奧魯之印’>,文物, 1975-10 ; 丘光明. 中國度量衡, 新華出版社, 1993.
11) 宮本佐知子, <さし․ます․はかり>,考古學による日本歷史9, 雄山閣, 1997 ; 水鳥川和夫, 日
本度量衡史の硏究-面積․尺度編, デザイエツグ株式會社, 2018.
12) 朴興秀, 앞의 논문(1977) ; 度量衡과 國樂論叢, 1980.
13) 呂恩暎, <高麗時代의 量制-結負制 이해의 기초로서->,慶尙史學 3, 1987.
14) 李宇泰, <韓國古代의 量制>, 泰東古典硏究 10, 1993.
15) 吳承洛, 앞의 책 ; 丘光明, 앞의 책, 1993.
16) 寶月圭吾, 中世量制史の硏究, 吉川弘文館,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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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켰다고 이해하였다. 후자는 小泉袈裟勝이 대표적인데,17) 연구 4년 양제
의 개편은 옛 제도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여 1승의 용적도 그대로 두었다고
보았다. 일본 중세의 양제 연구는 율령제 하의 용적이 중세시기에도 지속 되
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울에 대한 연구는 고려의 유물에 기록된 자료와 유물의 중량
을 측정하였는데, 1근을 약 640g 정도로 추정하였다.18) 중국의 송․원대는
자료와 유물이 최근 많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비탕으로 송․원대는 동일하
다는 견해와19) 송대의 1근은 634g이고, 원대 1근은 633g 정도라고 하였는
데,20) 최근 이를 조금 수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중세는 저울의 유물과 자료들
이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2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韓․中․日 중세시기의 도량형은 국가별로 일정
하게 연구되었지만, 이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
에서는 중세시기 도량형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22)

Ⅱ. 도량형의 통일과 尺
1. 도량형의 통일
한․중․일의 중세시기는 나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려는 후삼국의 혼란
을 수습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웠고, 송은 당말 이후의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
하여 통일국가를 세웠지만, 일본은 평안 중기인 연희 2년(902)의 장원정리령
과 延喜式의 완성(927)으로 이전과 다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17) 小泉袈裟勝, 앞의 책(1998).
18) 李宗峯, 앞의 책(2001).
19) 吳承洛, 앞의 책(1937).
20) 丘光明 編著, 앞의 책(1992).
21) 宮本佐知子, <國內出土の權衡資料>, 大阪市文化財論集, 大阪市文化財協會, 1991 ; 宮本佐知子,
앞의 논문(1997).
22) 본고의 고려 도량형은 이종봉, 앞의 책(2001) ; 앞의 책(2016)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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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와 송․원은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은 평안이후
특히 겸창기에 이르러 두 국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반 위
에서 度量衡의 제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면 한․중․일 중세시기
도량형의 제작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자. 3국 중 고려는 도
량형기와 자료가 아주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은 자료와 유물들이 고려
보다 매우 많은 편이고, 일본은 최근 척과 승의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고
려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먼저 고려는 정종 6년(1040) 도량형을 정비하였다. 도량형의 제작과 관리
는 高麗史에 의하면 ‘매년 봄과 가을에 公私의 秤·斛·斗·升과 長木․平
木을 평교하는데, 외관은 동·서경, 도호부, 8목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
라’는 기록이 주목된다.23) 즉 도량형의 관리는 매년 公․私의 도량형기와 평
미래 등을 평교, 즉 검사를 하는데, 중앙(개경)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지방(외관)은 동·서경, 도호부, 8목 등의 계수관이 담당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앙의 도량형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하였을까? 고려
는 市場의 물가 관리를 京市署가 담당하였다.24) 시장, 즉 시전은 이미 태조 2
년에 설치되었다.25) 시장의 관리는 목종 때 설치된 경시서가 담당하였다. 경
시서는 문종 때 令과 丞 등의 관원을 두었고 관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도량형
을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명종 11년 경시서에서 宰
樞․臺諫․重房 관원들이 모여서 斗斛들을 검사하고 奸商들을 검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6) 斗斛은 말과 섬의 量器를 지칭하므로, 경시서가 전체 도량형
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중앙의 도량형의 부정행위에 대해 단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시서의 관원은 직급이 낮았기 때문에 도량형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
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고려 명종 3년 李義方은 평두량도감을 설치하여
斗․升에 평미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27) 평두량도감은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지만, 의미상 도량형의 관리를 담당한 기구로 보인다. 이를 무신정권기
23) 高麗史권84, 형법1 직제 정종 12년.
24) 京市署掌勾檢市廛 穆宗朝有京市署令(高麗史권77, 백관2 경시서).
25) 高麗史권1, 세가 태조 2년 1월.
26) 高麗史권20, 세가 명종 11년 7월.
27) 高麗史권7, 백관2 평두량도감 : 高麗史권85, 형법2 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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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때 도량형기의 불법적 제작의 만연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경시서가 도량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고려의 도량형의 관리는 중앙은 경시서, 지방은 지방관이 각각 담당
하였다.
도량형은 어디에서 제작하였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에는 도량형을 공조에서 제작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고려
는 조선의 工曹처럼, 즉 공부(관청)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앞
의 정종 12년의 기록처럼 모든 도량형기를 관청에서 제작하지 않고 민간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관청과 민간에서 함께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에서 제작한 도량형기는 관청의 검인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다.28)
그러나 도량형기는 관청의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부정한 도량형기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그로 인해 모순이 파생되었다.
고려는 중국의 唐·宋처럼 關市令이 존재하지 않지만29) 도량형기의 불법적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만든 저울과 斗를 이용하여 무게를
줄이거나 늘인 자는 가장 낮은 형벌로 장60에서부터 40필에 유배 3천리에 처
하도록 하였다.30) 이는 고려시대의 관청과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의 규정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송․원대의 도량형은 어디서 제작 관리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송
은 오대 10국의 혼란을 통일한 후 태조 원년(960) 8월에 조칙을 내려 새롭게
형기를 제작 반포하고, 사적인 제작을 금지시키면서 도량형의 통일을 도모하
였다.31) 송은 건국 초부터 도량형의 통일에 적극적이었음 엿볼 수 있다. 송은
도량형기의 사적인 제작을 금지하고, 이의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였다. 도량
형의 관리는 송대의 법령인 송형통․천성령 등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

28) 不較官斗者丈一百(高麗史권78, 식화1 전제 신우 14년 7월).
29) 고려는 관시관련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법령은 찾기가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2010, 34쪽).
30) 私作枰斗 在市執用 有增減者 一尺杖六十 一匹七十 二匹八十 三匹九十 四匹一百 五匹徒一年 …三
十五匹二千五百里 四十里流三千里(高麗史권85, 형법2 금령).
31) 宋史권68, 율력1 曰權衡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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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량형기를 關市令에 의거하여 매년 8월에 太府寺에서 평교하고, 京이
아닌 곳은 소재의 주현에서 평교한다고 하고 있다.32) 송대의 도량형은 당대처
럼 중앙의 태부시와 지방의 주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송대는 처음부터 도량형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도량형의 교정
을 담당하는 관원에게 철저한 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들
이 부실한 감독을 하였다면 이들에게 죄를 주어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였다.33)
하지만 송대에도 도량형기의 불법적인 제작을 막을 수가 없어서 사적으로 도
량형기를 제작하여 시장에서 사용한 사람과 관청의 검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
한 민들에게 죄를 주기도 하였다.34)
원은 건국초기부터 도량형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세조 中統
2년(1261) 8월에 ‘頒斗斛權衡’과35) 세조 13년 5월 ‘定度量’36)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원 20년(1283)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형부상서
崔彧은 시정에 관한 18事를 논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송나라 때의 文思
院小口斛으로 官糧의 출입을 관리하라고 하였고,37) 이는 곧 수용되어 文思院
小口斛을 반포하였다. 즉 원은 초기부터 도량형의 통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
을 알 수 있다.
원의 도량형의 관리는 당․송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원은 ’令⼯工部
造到圓斛⼗⼀只‘처럼38) 도량형의 제작을 6부의 工部가 담당했다. 공부가 제
작한 원기는 각 路의 총관부에 보내졌고, 각 로는 이에 따라 도량형을 제조하
고, 로의 장관이 교감을 담당하고, 공사는 모두 이를 사용하였다.39) 이러한 도
량형의 규찰은 중앙의 어사대와 각로의 총관부가 담당하였고, 기준에 미달되
32) 校斛斗秤尺 依關市令 每年八月詣太府寺平校 不在京者 詣所在州縣官校 並印署然後聽用(唐律疏
議권26, 잡률 29 ; 宋刑統권26, 잡률 校斗秤不平)
諸官司 私斛斗秤尺 每年八月詣太府寺平校 不在京者 詣所在州縣平校 並印署然後聽用(天聖令,
관시령).
33) 諸校斛斗秤度不平 杖七十 監校者不覺 減一等 知情與同罪(宋刑統권26, 雜律 校斗秤不平).
34) 諸私作斛斗秤度不平 而在市執用者 笞五十 因有增減者 計所增減 准盜論, 卽用斛斗秤度出入官物而
不平 令有增減者 坐贓論, 入已者 以盜論, 其在市用斛斗秤度雖平 而不經官司印者 笞四十宋刑統
권26, 雜律 校斗秤不平).
35) 元史권4, 세조 2년 8월 갑인.
36) 元史권9, 세조 13년 5월 경자.
37) 元史권157, 崔彧傳.
38) 元典章권21, 戶部 倉庫.
39) 照依省部元降樣製成造 委本路路管民達魯花赤長官校勘相同 印烙烙訖 發下各處 公私一體行用(元
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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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60일 내에 몰수하여 폐기하였다.40) 원은 도량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원대에도 도량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였지만, 불법적인 도량형이
사용이 만연하였다. 그것은 원 세조 때 東平人 趙天麟의 상책에 의하면 자신
이 산동에 거주할 때 여러 州郡을 보았는데, 척의 길이, 양의 부피, 저울의 무
게가 모두 다르다고 하였고,41) 또 至正 때 遼陽에도 斗의 대소가 일치하지 않
아 세력 있는 교활한 무리들이 사용하여 민이 모두 병들었다는42)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원은 불법적인 도량형의 사용을 처벌하는 조치를 단행하였
다. 처벌의 조치는 도량형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처럼
민간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었고,43) 관인들의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규정도 초
범․재범․삼범 등이44) 마련되었을 정도로 명확하게 처벌을 하려 하였다. 따
라서 원대는 도량형의 운영을 철저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평안․겸창․남북조는 도량형을 어디에서 관장하였을
까? 고대의 율영제 하에서는 영의해 관시령조에 의하면 ‘무릇 官私의 권형
과 도량은 매년 2월 大藏省에 나아가 평교하고, 왕경에 있지 않으면 소재의 國
司에 나아가 평교한 연후에 사용한다’고45) 하였고, 또 주해에 ‘依律 雖平而 不
經官司印者 笞卅 卽知平挍日 官司題印’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고대 율령제
하에 도량형은 매년 2월에 중앙의 대장성과 지방의 관청의 검정을 받아 사용
하였고, 검정을 가치지 않고 사용을 하면 태 30에 처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고
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런데 도량형을 어디서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주해에 ‘其諸國幷要用
官者 司別給樣也’라는46) 기록을 주목한다면 관에서 모본을 만들고, 이를 토대
로 제국과 관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도량형기는 국가가 주도
하여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에서 제작하였다. 이러한 도량형기도 모두
대장성과 국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량형의 검정제
40) 元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41) 元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42) 元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43) 元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斛斗秤尺牙人.
44) 元典章권57, 刑部·诸禁·杂禁. 禁私斛斗秤尺.
45) 永義解, 권27, 관시령.
46) 永義解, 권27, 관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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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평안기 초기부터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연력 17년(798) 10월 ‘自今以後
宜改此弊 升尺等類 就大藏省 依法平校 永絶姦源 若違此例 □窴嚴科’가47) 이
를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永祚 원년(989)에도 ‘以不法斗升 收件米’라고 하
는 것처럼 불법적인 斗․升을 이용한 수탈이 지속되었다. 일본 중세 국가는
철저한 도량형기의 검정을 통해 제작하고 있었지만, 소위 ‘私升’의 만연처럼
불법적인 제작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세의 도량형은 국가의 주도로 중앙과 지방의 관
청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시기에 따라 관리의 관청에 차이가 있다.
고려는 경시서가 중심이라면 송․원대는 태부시와 공부가 각각 담당하였고,
일본은 이전의 고대시기처럼 대장성과 국사에서 담당하였다가 점차 그러한
통제력이 이완되었을 것이다.

2. 尺의 단위와 길이
척의 단위와 종류는 일부 자료에 나타나지만 정확한 길이를 알려주는 기록
이 없다. 본 절에서는 척의 종류와 길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고려의 종류와 길이를 살펴보자. 척의 종류는 高麗史에 ‘金尺을 刑
杖式에 사용하였다’는48) 것과 世宗實錄에 ‘前朝에 양전척으로 指尺을 사용
하였다’는49) 것과 東國李相國集에 ‘長尺名’의 기록과50) 牧隱集에 ‘꽃의
길이가 周尺을 넘을까 두렵다’는51) 단편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금
척․지척․장척․주척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척은 고려 때 양전척으
로 사용된 것이고, 주척은 중국 周代 때 사용된 척을 말한다. 금척과 장척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척의 길이를 기록한 자료를 통해 척의 종류를 유추할 수 있다. 光宗
13년(962)에 龍頭寺의 幢竿을 만들었는데, 30段의 철통으로 60尺의 기둥을 세
웠다는 것과52) 顯宗 21년(大平 10年, 1030)에 ‘2尺4寸2分’ 크기의 종을 만들었
47) 新訂增補國史大系권5, 연력 17년 10월 을미.
48) 刑杖式(尺用金尺)(高麗史권84, 형법1 名例).
49) 世宗實錄권49, 세종 12년 8월 무인.
50) 東國李相國集권19, 長尺名.
51) 牧隱詩藁권11, 雞頭花有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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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있다.53) 전자인 龍頭寺의 幢竿은 현재 20段이 남아 있는데, 전체 높
이가 12.7m이고, 1段(2尺)의 높이는 63cm이므로,54) 용두사의 당간 조성에 사
용된 척은 31.5cm 정도이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唐大尺보다 약간
길어졌다. 후자는 현재 日本 大阪市 大淀區 長柄 鶴滿寺에 所藏되어 있는데,
종의 높이가 일본 曲尺(30.3.cm)으로 2척3촌여라고 한다.55) 종의 높이는
74.2cm이고, 전체 높이는 92.4cm로56) 파악하므로, 사용된 척은 28.80cm와
30.66cm이다. 용두사 당간에 사용된 척은 당대척(약 29.5cm)보다 약간 신장
되었고, 현종 21년(1030)에 조성된 鐘에는 당대척보다 약간 짧거나 긴 척이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나성은 현종 21년 개경에 丁夫 304,400인과 工匠 8,450인 동원하여
29,700步를 쌓았고, 또는 丁夫 238,938인을 동원하여 둘레 10,660步, 높이 29
尺, 두께 12尺을 쌓았다는57) 것이다.58) 그 후 개성은 여러 차례 수축이 이루
어졌다.59) 12세기 徐兢은 개경의 둘레를 60里라 하였다.60) 이러한 개성 성곽
의 실측보고서는 外城 총길이가 23km와 內城은61) 11.2km이며, 동대문과 오
정문 성벽을 조사발굴에 기초하여 평균높이가 9～10m, 성의 폭은 밑넓이가
8～10m, 웃너비가 4m 정도라고 한다.62) 이것은 고려사 지리지에 외성벽
의 높이가 27척과 두께가 12척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 呂恩暎은 문헌기록과
실측보고서를 통해 개성의 축성에 사용된 기준척을 12.91cm, 35.96cm,
21.30cm, 66.67cm, 100cm, 33.33cm, 37.04cm 등으로 각각 파악하였고, 이러
한 기준척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은 21.30cm의 주척과 35.96cm의 高句麗

52) 朝鮮金石總覽上, 龍頭寺幢竿記.
53) 大平十年二月日 寺棟梁元廉節□ 靑金鍾入三百斤 長二尺四寸二□(韓國金石遺文, 大平十年銘
鐘).
54) 李宇泰, <新羅 ‘村落文書’의 村域에 대한 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55)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81, 298쪽.
56)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91쪽.
57) 高麗史 권56, 地理1 王京開城府.
58) 개성의 둘레는 29,700步(東國餘地勝覽권4, 開城府 上 城郭 羅城), 반면 개성의 둘레를 10,660步
(高麗史節要권3, 현종 20년 8월과 世宗實錄권148, 地理志 舊都開城留後司)한 기록도 있다.
59) 개성의 수축은 文宗 19년(1065), 문종 31년, 공민왕 8년(1359), 우왕 4년(1378)에 각각 이루어졌
고, 공민왕 10년, 공양왕 3년(1391)에는 부분적으로 수리되었다(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력사과학 1980년 제2호, 18～21쪽).
60) 高麗圖經권3, 城邑 國城.
61) 新增東國輿地勝覽권4, 開城府 上 城郭 內城.
62) 전룡철, 앞의 논문(1980),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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尺(=新大尺)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63) 이러한 척과 함께 영조척(=32.38cm)
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64)
그런데 북한의 연구는 만월대의 영조에 31.0cm, 金剛山 長安寺 大雄寶殿에
31.2cm, 개성 玄化寺 7층 石塔에 31.1cm의 단위 척이 사용되었다고 하였
다.65) 이를 통해 滿月臺의 營造를 비롯한 여러 건축에 31cm의 척이 사용되었
다면 羅城의 축조에는 31cm의 營造尺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尹張燮은 고려시
대 현존 건축물의 실측을 통해 안동 鳳停寺 極樂殿의 기준척을 약 30.944cm,
영주 浮石寺 祖師堂의 기준척을 약 30.977cm, 예산 修德寺 大雄殿의 기준척
을 약 30.790cm, 강릉 客舍門의 기준척을 31.027cm 등으로, 이를 평균하면
약 30.936cm의 기준척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66) 이와 같이 고려의 건축에
사용된 영조척(약 31cm)은 현존 유물과 유물에 기록된 기준척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 중․후기에는 여러 차례 양전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어떠한 척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前朝부터
上·中·下의 三等田制가 정해졌는데, 그것은 指尺에 의한 양전척, 즉 隨等異
尺을 이용하였다’고 한다.67) 指尺은 2指(食指·長指)와 3指(食指·長指·無
名指) 등의 손가락 폭을 의미하므로, 고려 때 양전척으로 사용되었다.
고려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金尺(刑杖, 즉 죄인을 심문할 때)을 사용
하였다. 白南雲은 金尺을 營造尺으로 추측하였고,68) 呂恩暎은 금에서 隋·唐
의 大·小尺이 법척으로 채택되었는데, 금척은 小尺일 것이라고 하였다.69) 고
려 금척의 길이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고려 형장의 길이가 5尺, 둘레는 9分에
서 3分까지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70) 조선은 營造尺으로 訊杖의 길이가
3尺3寸인데, 위의 지름은 7分이었다.71) 당·송·원은 형장식의 길이가 3尺5

63) 呂恩暎, 앞의 논문(1986), 45쪽.
64) 呂恩暎, 앞의 논문(1987), 17쪽에서 量尺의 영조척은 32.58cm로 보았다.
65) 과학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고려편)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84～
109쪽.
66) 尹張燮, <고려의 목조건축형식>, 韓國의 建築, 서울대 출판부, 1996, 286쪽.
67) 世宗實錄권49, 세종 12년 8월 무인.
68) 白南雲, 앞의 책, 1937, 752쪽에서 金尺(周尺의 1척 2촌)을 영조척으로 보았다.
69) 呂恩暎, 앞의 논문(1986), 49～50쪽에서 金尺은 王莽 周尺(=晉前尺, 23.1cm)의 1,064배 늘어난 隋
唐의 小尺인 24.58cm로 파악하였다.
70) 高麗史권84, 刑法1 名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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寸이었다.72) 조선 형장의 길이는 103.092cm(영조척의 길이는 약 30.8cm)이
다. 唐의 형장의 길이는 당대척을 29.5cm라고 한다면 103.25cm와 비슷하다.
宋·元의 형장의 길이도 약간은 길지만 이와 유사하였다. 고려 형장의 길이는
조선과 唐·宋·元의 刑杖 길이를 고려할 때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金의
小尺은 약 24.5·6cm 이므로73) 고려 형장의 길이는 약 122.5cm 정도이다. 따
라서 고려는 宋·朝鮮 등의 형장의 길이를 고려할 때, 형장에 사용된 金尺은
隋·唐의 小尺을74)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전기에 통일신라 때의 당대척을 계승한 척을 양전․
건축․포의 수취 등에 사용하였고, 12세기 금나라와 교류 이후 금의 소척을
형장식에 사용하였고, 후기에는 새롭게 指尺을 양전척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송․원대의 척의 종류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宋代
의 척은 3종류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官尺․禮樂․天文用尺 등이다.75) 관척
은 太府寺가 관장하여 만들고, 이를 내외관리 및 민간에 공급하였는데,76) 그
리하여 太府尺이라고 한다. 太府尺은 三司尺 혹은 文思尺(省尺)이라고도 불리
었다. 이러한 송의 표준척은 布帛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太府寺布帛尺’이라고 하였고, 혹은 ‘太府寺尺’과 ‘布帛尺’이라고도 한다.77) 송
의 관척(布帛尺)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78) 丘光明은 약 31.2～31.6cm
정도라고 추측하였다.79) 송은 천문과 예악에 필요한 척을 사용하였는데, 이러
한 척(24.5～24.7cm)은 당의 소척을 계승하여 사용하였다.
송대의 척은 현재 전하고 있는 척의 사례를 다음의 <표 1>을 통해 유추할
71) 經國大典권5, 刑典 推斷.
72) 新唐書권56, 刑法 ; 宋史권196, 刑法1 ;元史권103, 刑法2.
73) 금의 소척은 천문에 널리 사용되었고, 그 길이는 24.448cm로 추정하고 있다(王曉靜, <金代 度量
衡 硏究>, 吉林大 碩士學位論文, 2016, 20쪽).
74) 隋·唐은 기존의 小尺(약 24.5·6cm 전후)을 ‘1尺 2寸’ 확대시켜 大尺(약 29.5cm)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대척이 사용되기 이전의 척을 말한다.
75)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53쪽.
76) 度量衡皆太府掌造 以給內外官吏及民間之用(宋史권68, 律曆志).
77) 宋의 貢賦는 三司를 통해 수취되었기 때문에 척을 三司布帛尺 혹은 三司尺이라 칭했고, 삼사를
‘號曰計省’이라 하여 ‘省尺’이라고도 하였다. 또 景祐(1034～1037) 때 李照가 일찍이 ‘太府寺布帛
尺’을 사용하여 調音律을 하였기 때문에 ‘李照尺’이라고도 불렀다. 布帛尺은 ‘官尺’, ‘京尺’이라고도
불렸다(楊寬, <中國歷代 尺度考>,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1990).
78)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70쪽의 <표17-5>에서 송대 척의 길이는 연구자마다 차
이가 있는데, 삼사척의 경우도 28cm에서 31.6cm까지 유추하고 있다.
79) 丘光明, 앞의 책(1993), 123～124쪽 ; 丘光明, 앞의 책(1992), 98～99쪽. 반면 小泉袈裟勝은 宋尺
의 평균 길이를 31.3cm로 파악하였다(<中國の尺度>單位の起源辭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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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송대 1척은 현전하는 기록을 통한 추측과 다음의 <표 1>인 실물 자료
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31cm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송대
1척은 31.6cm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길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표 1> 송대 척의 용례80)
번호

시대

實長(釐米)

1

木尺

척명

北宋

30.8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

2

紅木尺

北宋

31.2

湖北省博物館

3

木尺

北宋

31.4

南京市博物館

4

浮雕五子花분木尺

北宋

31.7

5

木尺

北宋

32

6

鎏金銅尺

宋

31.74

7

鐵尺

宋

32

8

木矩尺

北宋

30.91

9

木矩尺

藏地(或資料來源)

江蘇省蘇州博物館
江蘇省無錫市博物館
中國歷史博物館
考古, 1963-2
中國歷史博物館

北宋

32.9

中國歷史博物館

10 鎏金銅尺

宋

30.9

中國歷史博物館

11 銅尺

宋

31.6

傳世歷代古尺圖錄,通45

12 嵌銀鐵尺

宋

31.5

中國歷史博物館

13 嵌銀鐵尺

宋

29.12

中國歷史博物館

14 刻花銅尺

宋

35.7

北京古宮博物館

15 雕花黑漆木尺

南宋

28.3

福建省博物館

16 淸金殿揚仿三司布帛尺

南宋

26.95

傳世歷代古尺圖錄,通49

원대의 척은 실물과 길이를 기록한 자료가 없다.81) 이는 원대 척의 종류와
길이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한다. 그래서 중국의 연구자들도 명확한
근거 없이 원은 宋의 척을 계승하였다고 하거나(30.72.cm),82) 無冤錄에 관
척은 고척과 비교하면 1척6촌6분이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척의 길이를 구하기
도 하였고(38.35cm),83) 遼․金의 척의 기록을 통해 원대의 1척은 34.6cm를
추정하기도 하였고,84) 명초에 실측한 원의 황성의 둘레 2,606장을 기준으로

80) 丘光明 編著, 앞의 책(2003), 99쪽에서 재인용.
81) 丘光明, 앞의 책(1993), 127쪽.
82) 吳承洛, 앞의 책(1937), 66쪽.
83) 聞人軍, <中國古代里畝制度槪述>,杭州大學學報1989-9.
84) 曾武秀, <中國歷代度量衡槪述>,歷史硏究1964년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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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척을 37.4cm로 추산하기도 하였다.85) 이러한 견해들은 원대 척의 길이
를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였지만, 연구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원대의 척을 새롭게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官人의 官印을 조
사하여, 이들 관인의 매 변의 길이가 종7품은 1촌8분, 종6품은 1촌9분, 종5품
은 2촌, 종3품 2촌3분, 정3품은 2촌4분 등을 元典章에 기록하고 있데, 이들
관인의 실측치가 6.6(6.7), 6.4(6.2)cm, 6.8cm, 8.5.cm 등인 점을 통해 척의
길이를 34.0cm～35.6cm(평균치 34.85cm)로 추론하기도 하였다.86) 이러한
원대의 척의 추정은 기록과 실물 자료의 부족 속에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척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송대보다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원 관인의 인장의 매
변의 길이가 일률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 원대 1척은 인장 평균치 34.85cm에서 약간의 오차를 가졌을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세의 척의 길이와 종류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척
의 종류와 길이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대시기의 척인 당
대척과 고구려척 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문헌에 기록된 중세
척의 자료는 古今要覽稿에 겸창시기 화엄종 승려 疑念(1240～1321)이 사
용한 硯箱의 덮개에 척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尺圖의 길이를 명
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곡척인 30.3cm와 유사하다고 하여 곡척
은 중세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였다.87) 水鳥川和夫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
여 중세 건축척을 30.3cm의 곡척으로 이해하였다.88)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아래의 <표-2>의 척의 출토 용례인데, 대체로 1촌의
길이가 2.94～3.75cm 내에 있다. 이들은 당대척(29.6cm)과 고구려척
(35.6cm)과 약간의 오차가 있는 사례들이 많다. 중세의 척은 이러한 범주 내
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아래 <표-2>의 12세기 후반의 柳之御所跡
에서89) 出土된 두 종류의 척이 주목된다. 하나는 12촌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85)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93쪽 재인용.
86)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95～397쪽과 <표18-1> 참조.
87) 小泉袈裟勝, 앞의 책(2001), 212쪽.
88) 水鳥川和夫, 앞의 책(2018), 127쪽.
89) 座標는 北緯38度59分37秒 東経141度7分9秒이고, 岩手県 平泉町있는 平安時代 末期의 遺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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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척(10촌)으로 환산하면 29.39cm이고, 다른 하나는 10촌이 새겨진 척(竹量)
으로 37.50cm이다.90) 전자는 일본 전통의 척인 곡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곡척은 12세기 전국 곡척 1척의 평균치인 30.07.cm보다91) 짧은 길이로 사용
되었다고 한다.92) 후자는 곡척(29.39cm)과의 비율이 1.276인데, 근세이후에
널리 사용된 鯨尺과 곡척과의 비율인 1.25인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鯨
尺의 옛 尺(舊尺)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경척은 五服尺과 함께 裁衣尺의 일종
이다. 경척의 구척(竹量)의 용례는 10세기의 倭名類聚鈔, 平安․鎌倉시기
에 곡척의 1.12척, 南北朝․室町시기의 곡척의 1.16척, 근세는 곡척의 1.15척
등이 있다.93) 경척의 명칭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延德 2년(1490)이고,94)
그 단편은 京都市 下京區 西洞院通り塩小路上ル東塩小路町에서 출토된 목재
인데, 길이는 4촌의 15.32.cm로 약 38.30cm이다.95) 이러한 경척은 12세기 후
반의 柳之御所跡 출토의 竹量에 근거하면 12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중세의 척은 당대척의 계열인 曲尺과 고구려척 계열인 吳服尺(경척(재의
척․경척) 등이 존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일본 중세 출토 척의 용례96)
번호

遺跡名

所在地

年代

1

川合遺跡-2

靜岡縣南沼上

平安後期

2

仁和寺南院跡

京都府京都市

11～12世紀

3

柳の御所跡-1

岩手縣西馨井郡 11末～12世紀

4

柳の御所跡-2

5

才質

눈금

3.2

1寸

木

3.0～3.1

1寸과5分

木

2.94

1寸

岩手縣西馨井郡 11末～12世紀

木(アスナロ) 3.75

1寸

御前淸水遺跡

福島縣山都町

木

6

長谷小路南遺跡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骨(鹿)

7

由比ケ浜集團墓地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骨

8

佐助ケ谷遺跡-1

中世

木

單位數値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2.30～3.19 不明
3.03

1寸과2分

3.04

5分

3.412

1寸과5分

奥州 藤原氏의 政庁・平泉館ひらいずみのたち）跡으로 推定한다(야후, 저펜).
90) 岩田重雄, <柳之御所出土の尺度>,計量史硏究17, 日本計量史學會, 1995, 59～60쪽.
91) 岩田重雄, <中國․朝鮮․日本の長さ標準>,計量史硏究16, 日本計量史學會, 1994, 43～58쪽.
92) 岩田重雄, 앞의 논문(1995), 60쪽.
93) 山岸素夫, <中世大袖の規格化と甲冑用鷹バカリについて>, 計量史硏究9, 日本計量史學會,
1987, 25～35쪽.
94) 岩田重雄, 앞의 논문(1995), 60쪽 재인용 ; 竹內秀雄校訂, 資料纂集<北野社家日記>제2, 1972.
95) 岩田重雄, <尺座をめぐる人たち>,第4會計量史をさぐる會, 1982, 1～17쪽.
96) 宮本佐知子, 앞의 논문(1997), 214쪽 <표-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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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佐助ケ谷遺跡-2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3.443

1寸과5分

10 佐助ケ谷遺跡-3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3.415

1寸

11 佐助ケ谷遺跡-4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3.38

1寸

12 佐助ケ谷遺跡-5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ばらつき有 不明

13 佐助ケ谷遺跡-6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3.45

14 佐助ケ谷遺跡-7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ばらつき有 不明

15 佐助ケ谷遺跡-8

神奈川縣鎌倉市 13末～14世紀初 木

ばらつき有 不明

16 殿屋敷遺跡

滋駕縣坂田郡

13～14世紀

木(廣葉樹)

3.11

1寸,5分,
1分

17 宇佐神宮境內

大分縣宇佐郡

14世紀

木

3.1～3.4

1寸

1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척은 분화되지 않고 기존의 唐大尺을 營造
尺, 布帛尺, 그리고 量田尺 등으로 공용하다가, 12세기 이후 금척을 수용하였
을 뿐만 아니라 指尺을 量田尺으로 사용함으로써 量田尺과 營造尺(=布帛尺)
등이 존재하였다. 중국의 송은 당대의 척을 계승하였으며, 이러한 척을 삼사
척 혹은 삼사포백척 등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였고, 당의 소척을 천문용 척
으로 사용하였다. 원대는 척의 명칭을 알 수 없지만, 송대의 척보다 약간 길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중세시기는 척의 명칭을 알 수 없지만, 고대시기의당
대척과 고구려척을 계승하여 사용하였고, 다만 척의 길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
었다.
중세시기의 척은 공통적으로 이전시기의 것을 계승하여 사용하였지만, 이
전의 시기보다 길이가 다소 길어진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용도별 척의 명칭
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고려에서 양전에 사용한 지척과 송대 삼사포백척
등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중세의 척은
근세시기에 용도별 척의 명칭이 나타나는 과도기인 시기로 볼 수 있다.

Ⅲ. 量의 단위와 용적
본 절에서는 곡물의 수취와 거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量인, 부피의 단
위와 용적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고려의 양기의 운용에 대해 검토하면, 부피 단위는 勺, 合, 升, 斗,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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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 斛) 등이었다.97) 이들의 상호관계는 10勺=1合, 10合=1升, 10升=1斗, 15
斗=1石이었는데, 1石(斛)은 斗와 조금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 말
趙浚이 전제개혁을 논하는 내용 중 태조 즉위 초에 조세의 수취가 과다하므
로, 1/10租에 따라 1負에 3升으로 시정하였다.98) 고려의 100부, 즉 1結은 300
升, 즉 30斗=2石의 租가 수취되었으므로 1石=15斗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성종 11년 공전의 수조식에 상등전·중등전·하등전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전의 경우 약 7.5두의 비율로 체감되고 있으므로,99) 성종대의 1석
은 15두이다. 따라서 고려의 1석은 15두였다.
이처럼 고려의 1석은 15두였지만, 통일신라시대처럼 1석=20두가 사용되었
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태종 17년 근래 선공감에서 正炭을 수취
하는데, 15두 혹은 20두를 사용하였고,100) 세종 28년(1446) ‘新營造尺’으로
斛·斗·升·合을 새롭게 정하였을 때, 斛(石)의 단위로 15두와 20두를 각각
제정하였다.101) 이는 태종 17년(1417) 이전에 1석=15두(平石)와 1석=20두(全
石)가 존재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세종 28년은 조선초기의 15두(평석)
와 20두(전석)의 용적을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102) 고려의 1석은 20두도 사용
되었다.
고려시대 1승의 부피는 어느 정도일까. 升·斗의 용적을 기록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문종 7년 내외관곡을 작정하였을 때, 米斛은 길이·넓이·높
이가 1尺 2寸이고, 稗租斛은 각각 1尺 4寸 5分이고, 末醬斛은 1尺 3寸 9分이
고, 大小豆斛은 각각 1尺 9分이라고 하였다.103) 이의 용적의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97) 高麗史권78, 식화1 전제 조세 성종 11년.
98) 高麗史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신우 14년 7월.
99) 高麗史권78, 식화1 전제 조세 성종 11년.
100) 太宗實錄권34, 태종 17년 11월 병진.
101) 世宗實錄권134, 세종 28년 9월 임진.
102) 經國大典권6, 工典 度量衡.
103) 高麗史권84, 刑法1 職制 문종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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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려시대 곡물의 용적 비율
곡 종

용 적 (分3)

용적비

1,728,000

4(1)

大․小豆斛

1,295,029

3(0.75)

稗租斛

3,048,625

7(1.76)

末醬斛

2,685,619

6(1.55)

米

斛

이와 같이 곡물의 용적을 다르게 한 것은 米斛 1석에 대한 가격의 차이를
고려한 것인데,104) 문제는 미곡이 대소․두곡의 가격보다 낮다는 점이다. 문
종 斛斗式의 미 1석을 기준으로 승의 용적을 구하면, 미곡 1석의 길이·넓
이·높이가 각각 1척 2촌이라면, 기준척을 당대척(29.7cm)으로105) 계산하면,
1석은 45,270.27014㎖(1승=301.8㎖)이므로, 고려전기 1승은 302㎖ 정도이
다.106) 그런데 고려 때 기준척이 당대척보다 긴 약 31cm가 사용되었으므로, 1
승의 용적은 343.19㎖이다. 따라서 고려의 1승은 약 340㎖ 정도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중국 송․원대 부피의 단위와 용적을 살펴보자. 송․원대 부피의
단위는 龠, 合, 升, 斗, 斛의 5단계인데,107) 송사 율력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부피의 단위는 龠合=合, 10合=升, 10升=斗, 10斗=斛(石)의 기본체계는 변화
되지 않았지만,108) 5斗=1斛으로 정해졌다. 송대는 곡(5두)과 석(10두)이 병존
하였다.109)
송대 1승의 용적은 어느 정도였을까? 수·당대의 1승은 진․한대의 약 3배
인 0.6ℓ라고 추정하였다.110) 宋代 1승의 용적은 夢溪筆談과 續宣城志,
그리고 宋會要․皇祐新樂圖記 등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몽계필담에는 ‘한의 1斛이 지금의 2斗 7升과 진․한의 6斗가 지금의 1斗

104) 朴興秀, 앞의 논문(1977), 228～230쪽과 呂恩暎, 앞의 논문(1987), 24～26쪽에서는 각 곡물별 가
격을 통일시켜 용적을 정한 것이라 보았고, 李宇泰, 앞의 논문(1993), 227쪽에서 도량형제의 문
란으로 여러 종류의 양기가 사용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105) 이종봉, 앞의 책(2016), 21～33쪽.
106) 朴興秀, 앞의 논문(1977), 223～224쪽에서는 송대와 같이 斛=1/2石이라는 등식 하에서 고려전기
의 1승을 약 597.52㎖로 파악하였다.
107) 漢書 권21, 律曆志1 上).
108) 송대에는 斛(10두)의 용적이 증가하자, 이를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 5斗=1斛, 2斛=1石으로 사용
하였다. 따라서 송대에는 斛=1/2石이었다( 丘光明 編著, 앞의 책(1992), 263쪽).
109) 丘光明 編著, 앞의 책(1992), 263쪽.
110) 丘光明, 앞의 책(1993), 109쪽 ; 丘光明, 앞의 책(1996),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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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升 9合’이라고111) 기록되어 있는데, 진한대와 송대의 양기의 부피를 비교한
것이다. 전자는 1곡이 2두 7승이라 하였고, 후자는 6두가 1두 7승 9합이라고
하여 약간의 용적 차이가 있다. 진한대의 1승은 약 0.2ℓ라고 하였으므로 송
의 1승은 약 741㎖와 668㎖로 추정되는데, 한대보다 약 3.7배에서 3.34배 정
도 용적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112)
속선성지에 의하면 (ㄱ)’每 斛은 尺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곡의 바깥 깊
이가 1척 2촌 7분이고, 斛의 내면 깊이가 1척 2촌 8분’과 (ㄴ)‘嘉定 9년(1216;
宋 寧宗)三月 寧國府에서 文思斗를 만들었는데, 斗의 바깥 입구에서 밑면까지
가 3촌9분이고, 斗의 안쪽 입구에서 밑면의 깊이가 3촌3분이고, 斗의 口方이 9
촌이고, 斗의 밑면이 方 5촌6분’이라는 기록이 있다.113) 丘光明은 續宣城志
의 木斛이 斛의 구경과 저경을 기록하지 않고, 斛의 깊이는 1척2촌8분인데, 높
이를 2촌7분이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곡의 용적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반면, 文思院 方斗의 기록은 자세하므로, 이를 토대로 송대의 1승은 585
㎖로 파악하였다.114)
송회요에는 경우 2년(1035) 樂升과 樂斗를 만들었는데, 樂升은 廣 2촌8
분, 長 3촌, 높이 2촌7분으로 태부승과 같고, 樂斗는 廣 6촌, 長 2촌8분, 高 5촌
4분으로 물 10승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115) 이를 기준으로 1승은 702.15
㎖, 1두는 7021.5㎖로 계산하였고,116) 695.5㎖ 정도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
다.117)

111) 漢人飮酒一石不亂…然漢之一斛 亦是今之二斗七升 人之腹中亦可容置二斗七升水邪’와 ‘予考樂律
及受詔改鑄渾儀 求秦漢以前度量斗升計 六斗當今一斗七升九合(沈括, 夢溪筆談 권3, 辨證1).
丘光明 編著, 앞의 책(1992), 262쪽.
112) 송대 1승은 후자의 자료를 근거로 오승락은 664.1㎖라고 추정하였지만(앞의 책(1937), 72쪽 제5
도), 丘光明은 夢溪筆談에 용적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용적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였다(앞의 책(1992), 262쪽).
113) (ㄱ)嘉定諸倉斛斗 斛內刊記 ;…今措置 每斛各以尺爲準 斛外自口至墻底高一尺二寸七分 斛內自
口之底 面深一尺二寸八分 (ㄴ)嘉定九年(1216; 南宋 寧宗)三月 寧國府造文思斗 用此受納 提擧兼
權府事李 (押) 斗外自口至墻底三寸九分 斗內自口至底面深三寸三分 明里口方九寸 明里底面方五
寸六分 嘉定九年 權府李提擧(永樂大典권7512, 倉 字韻) ; 丘光明, 앞의 책(1992), 262쪽.
114) 丘光明, 앞의 책, 1992, 262쪽에서 (0.9×31.6)2×(0.56×31.6)2/2×0.33×31.6=850(立方釐米).
이를 통한 1승은 585㎖라고 하였다(丘光明, 앞의 책(1993), 123～125쪽).
115) 景祐二年五月二十五日, 李照上造成 今古權量律度式…樂升 廣二寸八分, 長三寸, 高二寸七分 受
水十二樂合 樂升如太府升制, 樂斗廣六寸, 長二寸八分, 高五寸四分 受水十升(宋會要輯稿제7
책, 樂1之五).
116)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72쪽.
117) 郭正忠, 三至十四世忌中國的權量度量, 社會科學出版社, 1993,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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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祐新樂圖記에는 <皇祐四量圖>가 있는데,118) 皇祐 5년(1053)에 4양기
의 규격을 기록하였다. <皇祐四量圖>에 太府寺에서 본 것을 그렸는데, 그 중
에 升은 방3촌, 深 1촌8분, 積 1만6천2백분이고, 斗는 방6촌, 深 4촌5분, 積 16
만2(천)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태부시의 升은 702.52㎖이고,
斗는 7,025㎖로 추정하였다.119)
이처럼 송대의 1승은 자료에 따라 다양한데,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585㎖,
664.1㎖, 695.5㎖, 702.15㎖, 702.52㎖ 등이다. 필자는 송대 1승을 과거 丘光
明의 견해에 585㎖를 강조하였는데, 최근 구광명이 702㎖에 비중을 두는 쪽
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천착
하여야 하겠지만, 관찬인 송회요를 중시한다면 약 700㎖로 볼 수 있다. 다
만 송대 1승의 용적은 당대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원대는 중국도량형도집․중국역대도량형고 등에 양기와 관련된
기록이나 관련 유물들이 거의 없지만, 元史 식화지에 양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다. 원은 지원 19년(1282)부터 米를 운송하는데, 송의 斗斛
사용을 정지시키면서, ‘宋의 一石은 지금의 7斗이다’라고120) 하였다. 앞의 자
료에 의하면 원대는 송대에 비해 양기의 용적이 43% 정도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송의 1승과 원의 1승의 용적비는 1 : 1.4286이다). 吳承洛은 송대 1승의
용적을 664㎖로 파악하여 원의 1승을 약 948.8㎖ 정도라고 하였고,121) 丘光
明은 송대 1승의 용적을 585㎖로 파악하여 元代 1승의 용적을 약 836㎖ 정도
로 파악하였다가,122) 최근 702㎖에 근거하여 1002.9㎖로 수정하였다.123) 元
代 1승의 용적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송대보다 약 30% 이상
증대하였다. 따라서 송․원대 1승의 용적은 계속 증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중세 부피의 단위와 용적은 어떠하였을까? 부피의 단위
는 8세기 초의 <大寶令>에 의하면 ‘量 十合爲升 三升爲大升一升 十升爲斗 十

118) 皇祐新樂圖記권상, 皇祐四量圖.
119) 郭正忠, 앞의 책(1993), 353쪽.
120) 其輸米者 止用宋斗斛 蓋以宋一石當今七斗故也(元史권93, 食貨1 稅糧 至元 19년 2월).
121) 吳承洛, 앞의 책(1937), 72쪽.
122) 丘光明, 앞의 책(1992), 263쪽 ; 丘光明, 앞의 책(1993). 127쪽.
123) 丘光明․邱隆․楊平 著, 앞의 책(2003),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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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爲斛’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진법의 ‘合․升․斗․斛’ 등의
단위가 사용되었음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승의 종류가 소승과 대승이 있었
고, 3소승이 1대승이라는 것이다. 대승은 곡류, 소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
다. 일본의 율령은 唐令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면, 대보령의 대승이 당의 1승과
같은 용적이라면, 대승 1승의 용적은 0.6ℓ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율령제하의 1승의 용적은 이후 平安과 鎌倉·南北朝期에 어떻게 변동되었
을까? 이시기의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지만, 8세기 말인 延曆 17년(798) 제국
의 徵稅役人이 필요이상의 損耗分을 加徵할 때, 大小勝手인 升과 尺을 사용하
여 민이 곤궁해지고 있으므로, 금후는 檢定制度를 지키고, 정확한 승과 척으
로 징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던 자료와124) 불교의 설화집인 日本靈異記에
도125) 팔 때는 小升을 사용하고, 살 때는 大升을 사용하여 利를 탐하였다
는126) 기록을 통해 8세기 말 9세기 초에 대․소의 양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문
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양제는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양제의 혼
란은 토지제도의 변동, 즉 國衙領의 私領化와 장원의 확대 등과 연관되어 있
다. 장원주는 장원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양기, 즉 私升을 통해 수취를 자행한
반면 국가는 민의 보호를 위해 장원정리정책과 함께 불법적인 조세징수를 막
기 위해 국가의 公定 升의 制度를 실시하여 양제를 통일하려 하였다.127)
중세시기 양제의 변동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양제의 변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4년(1072)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입장과128) 연구 4년보다 늦은 寬
治 년간(1087～1093)에 양제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129)
평안과 겸창시기에 양제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고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
다.130) 양제의 변동을 두고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어진 것은 양제의 변동을 설
명해 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양제의
변동에 대해서는 扶桑略記와 東寺長者補任에131) 연구 4년 두․승을 새
124) 續日本記, 延曆17 10월 을미.
125) 日本靈異記는 승려 景戒가 편찬한 설화집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홍인 13년(822) 편찬되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126) 日本靈異記하권, 제38.
127) 寶月圭吾, 앞의 책(1961), 78쪽.
128) 寶月圭吾, 앞의 책(1961), 77～103쪽.
129) 菅政友, <宣旨斗考>,菅政右全集, 國書刊行會, 1907 :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1～85쪽 재인
용.
130) 小泉袈娑勝, 앞의 책(1998), 175～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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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정했다는 것처럼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132) 古事談133)과
愚管抄는134) 延久年에 양제의 변동만을 서술하고 있다.135)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의 해석은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연구 4년 율령제
하의 양제의 문란으로 새롭게 양제를 통일하였다고 이해하였다.136) 이러한
입장은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연구 4년에 斗升法 즉 ‘宣
旨斗’을 새롭게 정하고, 이를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 4년 斗升法은 이 때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고, 몇 년 후
인 寬治(1087～1093)年間에 이루어졌다고 보려는 입장이다.137) 그는 宣旨斗
를 白河天皇 때 堀河天皇이 공포한 것을 愚管抄가 이를 잘못 이해하여 白河
天皇 때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는 潤背에 ‘斗升
積, 假令一合者, 米何粒定哉 又宣旨升何合定哉云々’이라는 물음에 대해 ‘今就
斗升言之 寬治年中 被定量器云, 合, …升…寬治宣旨曰…斗, 寬治宣旨云…斛,
寬治宣旨 ’라고 답한 부분을 들고 있다.138) 윤배에 기록된 각 용적의 단위
에 ‘寬治宣旨’라는 기록을 근거로 선지두는 寬治 때 새롭게 合․升․斗․斛
등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배라는 자료에 대한 신빙
성은 논외로 하고, 堀河天皇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
다. 堀河天皇은 9세에 즉위하여 황제를 마칠 때가 15․16세이기 때문이다. 寶
月圭吾도 이미 비판을 하여 寬治年間에 宣旨升을 제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139)
그러면 11세기 선지 승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延久 4년에 ‘宣旨’라는
131) 東寺長者補任은 東寺長者次第라고 부르고, 東寺의 歴代의 長者 인사에 대해 기록한 문서, 오래
된 것은 11세기 중반에 仁海의 저술인 仁海僧正自筆長者次第 등이 있었다고 한다.
132) 延久 4年 9月 29日 斗升法 可據用長保例之由下知(扶桑略記;新訂增補國史大系12권, 311쪽 )
; 延久 4年 今年斗升寸法被定之(東寺長者補任; 續續群書類從제2의 521쪽).
133) 古事談은 겸창초기의 설화집으로 村上源氏 출신의 刑部卿 源顕兼(源顕房5代目의 子孫、1160
年-1215年）의 편이다. 奈良時代에서 평안중기에 이르기까지의 462의 説話를 수록하였다.
134) 愚管抄는 鎌倉初期の史論書으로 承久 2年(1220)경에 天台宗 僧侶인 慈円의 저술이다.
135) 延久善政ニハ, 先器物ヲ被作ケリ, 資仲卿藏人頭ニテ奉行之云々, 升ヲ召寄テ, 取廻々々御覽ジ
テ, 簾ヲ折テ寸法ナドサ, セ給ケリ, 米ヲボ穀倉院ヨリ召寄テ, 於殿上小庭, 貫主以下藏人․出納
ナド沙汰シテ, 小舍人クマスキシテハカリケリ, 古事談; 新訂增補國史大系18권, 17쪽).
後御三条院ノ位ノ御時, 延久ノ宣旨斗ト云物沙汰アリテ, 今マテナゴヲ本ニシテ用ヒラル, 斗マ
デ御沙汰アリテ, 斗サシマヰリタレボ(愚管抄; 新訂增補國史大系9권, 112쪽).
136)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6쪽.
137) 菅政友, 앞의 논문(1907) :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1～82쪽 재인용
138)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1～82쪽 재인용
139)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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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斗升法을 제정하라고 하였고, 금년에 斗升寸法을 정하였다고 하였
다. 斗升法과 斗升村法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양제가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의
미한다. 물론 이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4년에 寸法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지만,140) 이는 양제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결론이다.
실제 선지두는 후대인 평안과 겸창기의 여러 자료에 의하면 수취․계량의
중요기준이었다. 應德 3년(1086)에는 眞言院孔雀經法料米請文에서 料米 189
石을 宣旨御斗로 계량하고 있었다.141) 이는 선지두가 이미 연구 4년에 확정되
었고, 이를 몇 년 후에 계량의 원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시기가 지났지
만 承久 4년(1222) 阿波國富田庄領主大江泰兼海文에는 ‘合參拾斛內 延久宣旨
斗定 富田東庄拾石 津田嶋拾石 田宮嶋拾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지두는
겸창기에도 중요한 양제, 수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 4년 宣旨斗․升
은 새롭게 제정되어 평안과 겸창기에도 수취에 중요한 단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後三條天皇은 즉위 후 대대적인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제의 개편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902년 이후 네 차례나 있었던 장원정
리령(1069)을 다시 발표하였다. 그것은 장원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통일되
지 않는 양기를 통한 불법적 조세수취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삼조
천황은 양제를 통일하기 위해 양제의 개편을 도모하였는데, 그것이 연구 4년
에 실시된 선지두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 조세수취의 혼란을 막아보겠다는 논
리이다. 후삼조천황은 장원정리령을 반포한 이후 견포 제도(1070), 고가법
(1072)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처럼 후삼조천황은 여러 정책을 추진
하면서 양제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1승의 용적은 어느 정도였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앞의 자료들은 宣
旨斗․升을 정했다는 내용만 있지, 宣旨斗․升의 容積과 寸法에 대해 명확하
게 서술하지 않았다. 실제 평안과 겸창기의 자료에 宣旨升의 용적을 기록한
것이 아주 적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도 엄밀한 고증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
다. <伊呂波字類抄>에 延久 선지의 두는 방 1척6촌이고, 높이가 3촌6분이라
140) 小泉袈娑勝, 앞의 책(1998), 177～179쪽.
141)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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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142) 이를 통해 1두는 6.2704이고, 1승은 0.6270으로 계산하였다. 즉 지
금의 일본 승으로 계산하면 약 6合2勺7撮 정도이다. <東盛義所領注文案裏書>
에 선지 斗를 정하였는데, 사방이 5촌4분이고, 깊이가 1촌7분이라는 것이
다.143) 이를 통한 1승은 0.9863이므로, 지금의 일본 승의 약 8合2勺2撮 정도
이다.
일본 중세의 두․승은 아래의 <표 4>의 출토 사례를 통해 용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용례들이 많지만 않다. 1번과 4번은 京升의144) 환산치가
0.563승과 0.5796승이고, 2․3․5번은 1.21과 1.2075, 그리고 1.508승이다. 1
번과 4번의 용례는 <伊呂波字類抄>의 1승(0.6270)과 조금 비슷한 용적을 가
지고 있지만, <東盛義所領注文案裏書>와 너무 차이가 있다. 반면 2․3․5번
은 <伊呂波字類抄>와 <東盛義所領注文案裏書>와도 너무 용적의 차이가 많
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한 1번과 4번의 용적은 약 6합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위의 <伊呂波字類抄>의 유사함과 함께 고대의 승 4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두․승의 용적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반면 2․3․5번의 용적은
다른 것인 1․4)번이 너무 차이가 많으므로, 민간에서 사적으로 제작하여 사
용하던 양기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연구 4년의 선지두․승은 기존 양
제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이전보다 1승의 용적을 증대(현재의 일
본승 6合2勺7撮)시킨 公定升이었고,145) 이로 인해 율령제 하의 양제는 일본
중세기인 11세 후반에 이르러 변동, 즉 새롭게 통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146)

142) 斗延久宣旨云 方一尺六分 高三寸六分(伊呂波字類抄 止雜物) ; 寶月圭吾, 앞의 책(1961), 101
～103쪽 재인용. 寶月圭吾는 자료의 작성시기를 겸창시대 초기에 것으로 보고 있다.
143) 內外宮造官器事 四方五寸六分 深サ一寸七分 宣旨斗定聞書(東盛義所領注文案裏書) ; 寶月圭吾,
앞의 책(1961), 81～82쪽 재인용.
144) 京升은 豐臣秀吉의 太閤檢知 때 정해진 것으로, 현재의 일본 승(1.8ℓ)의 0.993승(1.78ℓ)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阿部猛, 度量衡의 事典, 同成社, 2006, 42쪽).
145) 寶月圭吾, 앞의 책(1961), 1961, 91쪽.
146) 일본 중세인 연구 4년 양제는 통일되어 공정승이 만들어졌지만, 공정승이 일본 중세기 전역에 통
일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사용 승 중에서 소위 ‘표준승’이 등장하였
고, 표준승과 함께 사용승(지역승․시장승․연공승)이 다원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최
근의 연구가 있다(水烏川和夫, <中世畿內における使用升の容積と標準升>,社會經濟史學75-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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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중세 승의 출토 용례147)
번호

遺跡名

所在地

年代

材質

容量
(立方cm)

京升換算値
製作方法
(升)

11～12世紀 木質

1015.85

0.563

組合(3-1)

唐古․鍵遺跡 奈良縣田原本町

12世紀後半 木質

2178.66

1.21

組合(2)

3

高見의 里六
丁目遺跡

大阪府松原市

12世紀後半 木質

2178.3

1.2075

組合(3)

4

平安京跡-3

京都府京都市

13世紀

木質

(3136)

0.5796

組合(3)

5

御成跡遺跡

神奈川縣鎌倉市

14世紀

木質(杉)

2719.80

1.508

組合(1)

1

平城京跡-4

2

奈良縣奈良市

그런데 연구 4년의 양제 통일은 그렇게 오래 동안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12․13세기 京都와 奈良 등에서 東大寺 莊園의 年貢과 土地賣卷에 소
위 ‘10합승(0.804現升)’148) 등이 사용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149) 이
러한 승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標準升’이라 부르고 있다. 즉 표
준승은 11세기 초의 공정승보다 다소 용적이 증대되었다.150) 중세 1승의 용적
은 변동이 많았고, 국가의 공정승이라는 의미보다 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
한 승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중․일 중세시기 양기의 단위와 용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인 단위(두․승)는 동일하였지만, 단위의 체계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
한 차이의 핵심적인 것은 斗와 石의 관계이다. 고려는 15두=1석이지만, 송․
원대와 평안․겸창기는 10두=1석이다. 이는 고려가 중국 송․원대와 일본 평
안․겸창기와 달리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중
세기는 1승(10합승)과 함께 12합․13합 등의 용례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사찰․장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1승 용적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 삼국은

147) 宮本佐知子, 앞의 논문(1997), 216쪽에서 재인용.
148) 現升은 현재 일본의 1승 용적(약 1.8ℓ=1803.9㎖)을 말한다.
149) 寶月圭吾, 앞의 책(1961), 366～378쪽에서 겸창기에 이르면 승의 종류와 용적에 있어서도 급격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0합 이상을 가진 승(13합․12합․11합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들 전체
54의 사례 중에서 10합을 표시한 예(26)가 가장 많다고 하고 있다.
150) 水烏川和夫, 앞의 논문(2010),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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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려 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양기의 단위와
용적에 통일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고려의 1승 용적은 약 0.34ℓ인 반면, 송․원대 용적은 연구자
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각각 약 0.7ℓ와 1ℓ 내외였고, 일본의 중세 용적은
경승의 6합 혹은 8합 등과 같은 약 1.1ℓ과 1.4ℓ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승의 용적은 일본의 중세가 가장 크고 송․원대가 다음이고, 고려는 아주 작
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중․일의 1승 용적이 크게 다른 것은 송․원
대와 일본 중세기 이전인 수․당대와 일본 고대기의 용적이 이미 통일신라 때
보다 큰 것에도 기인하지만, 일본 중세와 송․원대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Ⅳ. 衡의 단위와 중량
衡인 저울은 물건의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수취와 교환을 위해 널리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중세의 저울의 단위와 중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의 저울의 단위와 중량을 살펴보자. 현재까지 고려에서 제작한 저
울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동국대학교 소장의 고려시대 寶篋
印石塔 拓本에서 저울을 다는 모습이151) 묘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날의 저울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元간섭기 원에서 제작한 저울의 추
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152) 하지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고려의 중량을 파
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고려시대 저울의 단위는 ‘斤’과 함께 ‘兩’을 널리 사용하였는데, 충선왕 원년
(1309) 2월 소금 전매제에 대비하여 관청에서 소금을 구입하였을 때, 소금의
가격이 은 1斤에 64석, 은 1兩에 4石, 포 1匹에 2石으로 한다고 하였다.153) 즉
은 1兩에 소금 4석이므로 은 1斤은 소금 64석이고, 1근은 16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斤·兩은 중국 漢代이후처럼 1근=16량이었다. 량 이하
15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신유문화사, 1997, 143쪽.
152)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1997), 144～148쪽.
153) 高麗史 권79, 食貨2 鹽法 충선왕 원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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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송전의 유통과 조선전기의 경국대
전 기록 등을 고려하면 송대처럼 십진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 때 1斤의 중량은 靖宗 6년(1040)에 새롭게 정비하였는데,154) 이렇게
제정한 것은 저울의 중량이 동일하지 않거나, 혹은 후삼국 통일 이후 저울의
중량을 증대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종 12년
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공사의 秤·斛·斗·升과 장목과 평목을 교정하는데,
외관은 동·서경, 도호부, 8목의 계수관이 관장하여,155) 저울의 불법적인 유
통을 통제하였다.
고려전기 1근의 중량은 정종 6년 이전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유물의 중량이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유물의 측정을 통해 검토할 수밖
에 없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고려시대 禁口·飯子 등의 단위 중량156)
조성시기

측정(B)g

B/A(g)

重

20斤

약 10,900

545

咸雍 3年(문종 21, 1067)靑銅甘露樽

重

30斤

약 14,400

483

皇統 3년(인종 21, 1143)銘德山寺禁口

入重 伍斤

약 3,900

780

大安 7년(선종 8, 1091)銘金仁寺絆子

기록 중량(A)

大正 17년(명종 7, 1177)含銀香垸

重

8斤

약 5,500

688

泰和 2년(신종 5, 1202)蒲溪寺盤子

重

10斤

4,783

478

泰和 7년(희종 3, 1207)資福寺鉡子

入重 10斤

4,500

450

貞祐 12년(고종 11, 1224)銘飯子

入重 11斤

5,950

541

壬子(고종 39, 1252)銘飯子

入重 60餘斤

약 32,000

533

至正 11년(공민왕 즉위년, 1351)銘飯子

入重 33斤

5,900

179

入重 13斤8兩

7,750

574

丁亥銘靑銅制飯子(고려)

入重 25斤

약 14,500

580

乙酉銘華嚴寺半子(고려)

重

30斤

약 12,500

417

甲午銘金鍵(고려)

入中 6斤

약 3,500

583

己巳銘飯子(고려)

위의 <표 5>의 유물 명문 중량과 측정 중량을 통해 얻은 1근의 중량은 대략
400～500g 내외이므로, 1斤의 중량은 위 <표 5>의 평균치보다 약간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때 조성된 유물(飯子·小鐘·香垸 등)의 기록과 중량

154) 高麗史 권6, 정종 6년 2월 임자.
155) 高麗史 권84, 刑法1 職制 정종 12년.
156) 이종봉, 앞의 책(2016), 16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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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을 통한 1근의 중량은 약 600g 내외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1근
의 중량은 후술의 宋·元代의 1근 중량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간섭기 이후 고려와 원은 저울의 단위가 어느 정도 통일되는 모습
이 나타났을 것이다. 충렬왕 2년 7월 중찬 金方慶과 직사관 文璉을 원의 황제
생일의 축하 때 보낸 글에 고려의 秤制가 원과 다르므로, 지난번에 준 16斤 저
울 1연, 10근 반 등자 1개, 3근 2兩 등자 1개를 중외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
직 두루 사용하지 못하니 칭자와 등자를 각각 500개씩 다시 보내 줄 것을 청하
고 있다.157) 원은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해 10월 저울 300개를 보냈
다.158) 고려는 원에 저울을 요청하면서 이전에 받은 두 종류의 저울을 사용하
고 있는데, 두루 사용하지 못해 다시 저울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고려는 원에
서 보낸 300개의 저울을 널리 사용하였을 것이다. 원간섭기 원의 저울은 고려
저울의 중량 변동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원대 저울의 단위는 한대에 ‘銖·兩·斤·鈞·石의 5단위인
데, 銖는 黍100粒의 무게이고, 24수는 1兩이고, 16량이 1근이었다.159) 이러한
단위체계는 당의 무덕 4년(621)에 만들어진 ‘開元通寶’의 중량이 2銖4累이므
로, 10개의 합을 1兩으로 하였다.160) 이후 兩 이하에 錢이 생기고 錢을 무게의
단위로 하여, ‘兩-錢-分-厘’ 등의 십진법 단위로 체계화하였다.161) 그런데 송
의 景德년간(1004～1007)에는 당대의 십진법 단위와 함께 한대의 비십진법
단위의 두 종류의 형제를 운용하면서,162) 斤과 兩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송대
의 저울은 天秤․杆秤(대저울)․等秤(소형 저울) 등의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
었는데, 간칭은 8량․1근․5근, 15근 등에 사용하거나 혹은 100근 이상을 측
정하기도 하였다. 원대에는 송대의 기본적인 단위를 통용하였다.
宋․元代 1근의 중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당대 1근
의 중량은 수당의 이전시기, 즉 한대보다 3배 증가되었다. 송대 1근의 중량은
송회요를 통해 살필 수 있는데, ‘李照…樂秤以一合水之重爲一兩 一升之水
157) 高麗史권28, 충렬왕 2년 7월 계축.
158) 高麗史권28, 충렬왕 2년 10월 병자.
159) 漢書권21 上, 律曆1 上.
160) 武德四年 鑄開元通寶 徑八分 重二銖四參 積十錢重一兩 得輕重大小之中 其文以八分篆隸三體(
新唐書권54, 食貨4).
161) 丘光明․邱隆․陽平 著, 앞의 책(2003), 337～338쪽.
162) 邱隆, <唐宋時期的度量衡>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1990, 339～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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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一斤 一斗之水爲一秤’이란 기록이 주목된다.163) 이를 통한 이조의 1근의 중
량은 702.2g이고, 1량은 약 70g이므로, 근․량의 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다.164)
송대 1근의 중량은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1975년 湖南省 湘潭의 烟塘에서 출토된 ‘嘉祐’銘 銅則에는 ‘銅則重壹百斤黃字
號’와 ‘嘉祐元年(宋 仁宗, 1056)丙申歲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무게는
64,000g이므로 명문에 의거하여 환산한 1근은 640g 정도로 추산된다.165) 또
1976년 遼寧 靈武縣 石灞 출토의 西夏銀器 중 하나는 3兩半으로, 무게는
137.5g이고, 다른 하나는 3량인데 무게는 114g이므로 추산가는 603～638g이
다.166) 1792년 浙江 瑞安市 新江鄕 출토의 熙寜(1068～1077)명 구리 저울의
추를 통한 1근은 625g이다.167)
출토된 송의 銀錠을 통한 1승은 33건의 사례를 통해 중량을 유추하였는데,
湖北省 黃石市 西塞山 출토 은정 약 20건은 평균 兩이 36g이고(근=575g), 內
蒙古 古巴林左旗 은정 5건은 평균 兩이 40g(640g)이다.168) 양 사례는 1량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근은 차이가 많다. 이처럼 송대 1근의 중량을 구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邱隆은 명확한 검증없이 송대의 1근을 625～
640g정도라고 하였고,169) 丘光明은 1斤을 661g 정도라고 추정하였다.170) 송
대 1근의 중량은 앞에서 검토한 사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원대 1근의 중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원대의 저울은 원대의 중량을 파악하
는 것과 함께 원간섭기인 충렬왕 2년에 300개를 보내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원대의 저울에 대한 자료는 度․量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인데, 특히 저울의 추에 중량이 새겨진 것이 많다. 1957년 내몽고 烏
明興和縣에서 출토된 ‘斤半’銘 구리 저울추에 ‘元貞 元年(元 성종 1, 1295)大都

163) 宋會要輯稿제7책, 樂1之五.
164) 丘光明․邱隆․陽平 著, 앞의 책(2003), 385쪽.
165) 邱隆·丘光明·顧茂森·劉東瑞·巫鴻 共編(金基協 譯), 앞의 책(1993), 348～351쪽.
166) 邱隆, 앞의 논문(1990), 342쪽.
167) 邱隆·丘光明·顧茂森·劉東瑞·巫鴻 共編(金基協 譯), 앞의 책(1993), 352～356쪽.
168) 丘光明․邱隆․陽平 著, 앞의 책(2003), 389～390쪽.
169) 邱隆, 앞의 논문, 1990, 383～343쪽.
170) 丘光明, <唐代權衡總述> 앞의 책, 1992, 14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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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造’와 뒷면에 ‘三十五斤稱’과 ‘斤半錘’가 음각되어 있는데, 추의 무게가
878.4g이므로 1근은 585.6g이다. 중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二斤’銘
구리 저울추에는 앞면에 ‘大德 八年(元 성종 8, 1304)大都路造’와 뒷면에 ‘五十
五斤稱’과 ‘二斤錘’가 기록되어 있는데, 추의 무게가 1,275g이므로 이에 따라
환산한 1근은 637.5g이다.171) 이외에도 대덕 10년 大都路에서 만들어진 추는
1근이 616g이고, 원정 10년 대도로에서 만든 추는 1근이 622g이다.172) 원대 1
근의 추산치는 585.6～637.5g 정도로 오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원의 1斤은
송대와 비교할 때 비슷한 중량이었을 것으로 유추하여, 이전에 633g으로 추산
하였다가173) 최근에 610g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는데,174) 이렇게 단정하는 것
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宋代와 金代의 중량을175) 고려할 때 633g 내외
로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저울 단위는 일본서기․속일본기와 율령의 자료
집에 나타난다. 전자의 두 자료에는 저울 단위(斤․兩)명이 기록된 반면, 고
대 율령의 주해서인 영의해권30, 잡령에 의하면 ‘権衡 廿四銖為両(三両為
大両一両) 十六両為斤’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울의 단위와 체계도 아
주 명확하다. 三両이 大両 一両이라는 일본의 저울 단위는 수․당대의 ’3兩=
大1兩‘과 동일하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兩 이하의 체계는 唐代
開元通寶 錢의 2.4銖=1錢을 기준으로 10전이 1량이었고, 兩-錢-分-厘로 이루
어졌는데, 이러한 체계는 宋錢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
도입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일본 중세 저울의 단위와 체계는 중국의
당․송대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일본 중세의 저울 1근의 중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본의 저울에 중량이 새
겨진 추와 분동은 현재까지 16세기 중엽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176) 이러한
점은 척과 양기의 사례와 완전히 다르다. 일본 중세 저울은 널리 사용하였지
만, 이를 규명할 자료가 없어 아쉬울 뿐이다. 일본 중세의 저울은 고대시기의

171) 邱隆·丘光明·顧茂森·劉東瑞·巫鴻 共編(金基協 譯), 앞의 책, 1993, 358～361쪽.
172) 丘光明․邱隆․陽平 著, 앞의 책, 2003, 399쪽의 <표 18-2> 참조.
173) 丘光明, 앞의 책, 1992, 470～471쪽.
174) 丘光明․邱隆․陽平 著, 앞의 책, 2003, 401～402쪽의 <표 18-4> 참조.
175) 王曉靜, 앞의 논문, 2016, 34쪽에서 金代 1근의 중량은 624g～649.28g으로 보았다.
176) 宮本佐知子, 앞의 논문,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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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을 계승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일 중세의 저울은 비슷한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저울의 단위는 근․량을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량 아래의 단위는 고
려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간섭기 원의 저울 유입과 조선초기 경국대전에 십
진법으로 체계화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십진법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송․원
도 십진법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일본 중세도 당송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근의 중량은 미세한
차이는 있었겠지만, 600g에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원간섭기 원의
저울의 대량 유입으로 고려와 원은 통일성이 컸을 것으로 유추된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한․중․일 중세시기 도량형제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이를 요
약·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중세시기 도량형은 국가의 주도로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제작하였
는데, 고려는 공부가 중심이라면 송․원대는 太府寺와 工部가 각각 담당하였
고, 평안․겸창기는 大藏省에서 담당하였다. 지방은 각 지역의 군현과 國司에
서 제작하였고, 이 경우에도 지방 관청의 검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둘째, 중세시기 척의 단위는 ‘촌․척’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고려의 척은
용도별로 분화하지 않고 기존의 唐大尺을 營造尺, 布帛尺, 그리고 量田尺 등
으로 공용하였지만, 12세기 이후 金尺을 형장식에, 指尺을 量田尺으로 사용함
으로써 量田尺과 營造尺(=布帛尺) 등이 존재하였다. 송대는 당대의 척을 계승
하였으며, 이러한 척을 삼사척 혹은 삼사포백척 등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였
고, 당대의 소척을 천문용 척으로 사용하였다. 원대는 척의 명칭을 알 수 없지
만, 송대의 척보다 약간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평안․겸창기의 척은 이전의
당대척과 고구려척을 계승하여 사용하였는데, 다만 척의 길이에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척의 길이가 곡척과 오복척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삼국의
척은 공통적으로 이전의 시기보다 길이가 다소 길어진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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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척의 명칭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양전에 사용된 지척과 송대의
삼사포백척 등의 명칭에서 근세시기에 용도별 명칭이 나타나는 과도기인 시
기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세시기 부피의 단위는 斗 이하는 동일하였지만, 斗와 石은 차이가
있었다. 고려의 1석은 15두이지만, 송․원대와 평안․겸창기는 10두였다. 다
만 송대는 1斛 5두가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고려가 송․원대와 평
안․겸창기와 달리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1승의 용적은 고려가 약
0.34ℓ인 반면, 송․원대는 연구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0.7ℓ와 1ℓ 내
외였고, 평안․겸창․남북조기는 약 1.1ℓ과 1.4ℓ 정도였다. 이처럼 중세기
1승 용적의 차이는 송․원대와 일본 중세기 이전에도 달랐던 점에 기인하지
만, 보다 근본적인 요소는 삼국의 사회경제적 기반 등이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용적은 삼국의 근세시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중세 저울의 단위는 1근 16량을 사용하였다. 량 아래의 단위는 고려
에서 원간섭기 원의 저울 도입되어 사용한 점과 조선전기경국대전에 십진
법으로 정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늦어도 고려후기에 십진법을 사용하였고,
송․원도 십진법을 사용하였고, 일본 중세도 그를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1
근의 중량은 삼국이 600g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지만, 특히 고려가
원간섭기 원의 저울을 대량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와 원은 중량의 통일성
이 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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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심 사 일 2019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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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ystem of Weights and Measures
in Medieval Korea, China and Japan
Lee, Jong-Bong
This paper deals with system of weights and measures in medieval
Korean, China and Japan by the comparative method.
Firstly, the measuring instruments in medieval Korea, China and Japan
were made 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under state control. The
central managements were undertaken by the Bureau of the Capital
Markets(京市署, Gyeongsiseo) in Goryeo dynasty, Court of the Imperial
Treasury(太府寺, Tàifǔsì) and Ministry of Works(工部, Gōngbù) in Song
and Yuan dynasty and Ministry of the Treasury(大蔵省, Ōkura-shō) in
Heian and Kamakura periods. And the local of 國司 were assumed by each
major region.
Secondly, Chon-Cheok(寸尺) were centrally used as the units of the
ruler(尺) in the medieval. Goryeo dynasty did not divided them separately,
and so used commonly the big ruler of Tang dynasty(唐大尺) as the
woodworking ruler(營造尺), the fabric measuring ruler(布帛尺), the land
surveying ruler(量田尺), etc. After the 12th century, there were finally
various ruler such as the land surveying ruler and the woodworking
ruler(=the fabric measuring ruler), etc. And the golden ruler(金尺) was used
as a decoration and the finger length ruler(指尺) was used as the land
surveying ruler. Keeping to use the ruler used in the Tang dynasty, Song
dynasty used widely it while calling ‘the three office’s ruler(三司尺)’ or ‘the
three offices’ cotton and silk ruler(三司布帛尺)’, etc. And the small ruler(小
尺) used in Tang dynasty was used for an astronomy. The name of ruler in
Yuan dynasty was not known, but its length was slightly longer than tha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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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dynasty. The big ruler of Tang dynasty and the ruler of Goguryeo(高
句麗尺) have been used in Heian and Kamakura periods, The ruler of
Korea, China and Japan, as their common characteristic, was somewhat
longer than ever and have not names by use as yet.
Thirdly, in the medieval, the volume units of less than Du(斗) were the
same, but there was also difference in each country. In Goryeo,
15Du=1Seok(石), while in Song and Yuan Dynasty and Heian and
Kamakura periodes, 10Du=1Seok. Song dynasty, however, calculated as
1Gok(斛)=5Du. And the volume of 1Seung(升) was about 0.34ℓ in
Goryeo, while in Song and Yuan dynasty was about 0.7ℓ~1ℓ, and in
Heian and Kamakura periods was about 1.1ℓ, 1.4ℓ.
Fourthly, the scale unit in the medieval was 1 Geun(斤), which was 16
Ryang(兩).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scale of Yuan to Goryeo and
decimal system in 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it suggested that
Goryeo used decimal system in units less than Ryang and Song and Yuan
used also decimal system. And It is more likely that the medieval Japan also
did the same. The weight of 1 Geun was about 600g, in which there were
no much difference.
Key Word : Weights and Measures, measure, The Land Surveying

Ruler(量田尺), Volum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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