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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cientific Artifacts in Korean History

Today, Korea is known for its sophisticated 
정 교 한

technology and advancements in science. As a 
진 보

matter of fact, Koreans have achieved scientific 
사 실 상 성 취 해 왔 다

excellence for many centuries. A large number of 

scientific artifacts in Korean history prove that 

Koreans have been gifted in science. Let's explore 
재능이 있는

the wisdom of our ancestors by learning about 

some major Korean scientific heritage.

Seokbinggo, a Freezer Made of Rocks
내 동 실

Invented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seokbinggo was used as a "natural" refrigerator by 

our ancestors until the invention of the modern 

refrigerator. When you go inside the seokbinggo on 

a warm day, you'll feel a significant temperature drop.

 

The seokbinggo was a remarkable technological 
주 목 할 만 한

invention that had several clever devices to screen 
차 단 하 다

itself' from the heat. First, the underground structure 

of the seokbinggo helped keep a low temperature 

inside.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과학적인 유물들

 오늘날, 한국은 정교한 기술과 과학의 진보로 유명

하다. 사실, 한국인들은 수 세기 동안 과학적 우수

성을 성취해왔다. 한국 역사 속의 많은 과학적인 유

물들이 한국인이 과학에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증

명한다. 한국의 주요한 과학적 유산에 대해 알아봄

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탐구해 보자.

석빙고, 돌로 만들어진 냉동실

 삼국 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석빙고는 현대의 냉장

고가 발명될 때까지 우리 조상들에 의해 ‘자연적인’ 

냉장고로 사용되었다. 따뜻한 날에 석빙고 안에 들

어가면, 현저한 기온 하락을 느낄 것이다.

 

석빙고는 열을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기발한 장치

를 가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과학 기술 발명품이다. 

우선, 석빙고의 지하 구조는 내부를 낮은 온도로 유

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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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ts floor, walls, and ceiling were made of 

granite, which cooled off the heat well.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e seokbinggo was the ceiling. 

The seokbinggo was designed to make warm air 
의도되다 , 설계되다

gather into its hollow part and leave the storage 
비 어 있 는

through the ceiling which had ventilating holes with 
환 기 구 멍 들

tiny roofs to keep the rain from entering inside.

One of the most useful purposes of the seokbinggo 

was to store ice. When a nearby river froze in the 
저장하다

winter, ice was collected and stored in it. The ice 

was used to keep  food offerings fresh for 
keeping (X)

important ceremonial services. Sometimes. the ice 

was also shared with the sick and elderly, as well 
나 눠 졌 다

as high-ranking officials.
고 위 관 리 들

번역

게다가, 바닥, 벽, 천장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

데, 이것이 열을 잘 식혀 주었다. 석빙고의 가장 주

목할 만한 특징은 천장이었다. 석빙고는 비어 있는 

부분에 따뜻한 공기를 모아 천장을 통해 저장고를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었는데, 천장에는 비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지붕에 환기 구멍들

이 있었다.

 

석빙고의 가장 실용적인 목적 중 하나는 얼음을 저

장하는 것이었다. 겨울에 가까이 있는 강이 얼면, 

얼음이 모아져서 석빙고 속에 저장되었다. 얼음은 

중요한 의식을 위한 음식 제물을 신선하게 유지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때때로, 그 얼음은 고위관리들

뿐만 아니라 환자와 노인들에게도 나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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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builgu, a Unique Clock From the Joseon 

Dynasty

 

The angbuilgu was a movable sundial that people 
해 시 계

used to accurately tell time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developed by three scientists - Jang 

Yeongsil, Lee Cheon, and Kim Jo - in the 16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34). A small stick at the 

center of the angbuilgu created a shadow which 

moved as the sun rose and set. 

The shadow pointed to a certain time marking on 
가 리 키 다

the angbuilgu which showed the time of day. The 

angbuilgu also showed 24 periods of the solar 

calendar year by measuring the length of a shadow 
측 정 하 다

changing across seasons.

King Sejong's love for his people was reflected in 
반 영 되 었 다

this invention. He portrayed the pictures of 12 

animals on the angbuilgu which greatly helped his 

illiterate people check the corresponding time of a 
문 맹 의 해 당 시 간 을

day. The 12 pictures indicated by the shadow easily 

showed them what part of a day they were in. 

For use by common people, King Sejong kindly put 
친 절 하 게

the sundial in front of Jongmyo and on the 

Hyejeong Bridge in the downtown area of Jongno, as 

well as in the royal court.

앙부일구, 조선시대의 독특한 시계

 

앙부일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

기 위해 사용한 이동식 해시계였다. 그것은 세종 16

년(1434년)에 장영실, 이천, 김조 세 과학자에 의

해 개발되었다. 앙부일구 중심에 있는 작은 막대는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

다. 

그 그림자는 앙부일구에 있는 특정 시간 표시를 가

리켜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었다. 앙부일구는 또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양력의 24절기를 알려주기도 했다.

세종대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 발명품에 반영

되었다. 그는 문맹인 백성들이 하루 중 해당 시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12가지 동물의 그림을 

앙부일구에 그려 넣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12가

지 그림은 그들이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있는지를 쉽

게 보여주었다.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은 친절

하게도 이 해시계를 궁중뿐만 아니라, 종묘 앞과 종

로 시내에 있는 혜정교에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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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bukseon, the World's First Ironclad Warship

 

The geobukseon is the first ironclad warship in the 
철 판 을 입 힌 전 함

world. Under the direction of Admiral Yi Sunsin, the 

geobukseon proved an important instrument for 

winning battles at sea, showing great power and 

mobility. What makes this ship such an excellent 

scientific achievement?

It was specially designed so sailors could see their 

enemies outside while they remained invisible. 

Unlike other warships, the geobukseon had its 

gunports stationed not only along its sides, but 
포 문 배 치 되 다

also at the head and tail of the ship. 

This allowed sailors to fire cannons from all sides of 

the ship with great accuracy and flexibility of range. 
유 연 성 사 정 거 리

Moreover, during battles, the spikes on the roof 

were hidden with straw mats so unsuspecting 

enemies would get hurt if they tried to board the 

ship. The geobukseon still remains a wonder among 

warship building specialists.
축 조 전 문 가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이순신 장군의 

지시 아래, 거북선은 강력한 힘과 기동성을 보이며 

해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입증하였

다. 무엇이 이 배를 이렇게 우수한 과학적 업적으로 

만들었을까?

 

거북선은 특별히 설계되어서 선원 자신들은 보이지 

않게 유지하는 반면, 밖에 있는 적들을 볼 수 있었

다. 다른 군함과는 다르게, 거북선은 배의 측면뿐만 

아니라 뱃머리와 후미에도 포문을 배치했다. 

이는 선원들이 높은 정확도와 사정거리의 유연성을 

가지고 배의 모든 면에서 대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

였다. 게다가, 전시에 지붕에 있는 뾰족한 못들이 

멍석으로 감추어져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

한 적들이 배에 오르려고 하면 다칠 것이다. 거북선

은 아직도 군함 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이로움

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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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jisimcheyo jeol, a Revolution in Publishing

 

The first movable metal type print in the world was 
이 동 식 금속 활자

invent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invention 

made it possible to print a great volume of books 

quickly. Before it was invented, wooden block printing 

was the common method to publish books, but it 

could only print limited books in limited runs.
제한된 횟수로

 
Jikji, a collection of Buddhist teachings, is the oldest 
직 지

book printed by the movable metal type. It was 

published in 1377 in Heungdcok temple, 78 years 

before the famous 42-line Bible was published by 
출 간 되 다

Gutenberg in Europe. UNESCO confirmed that Jikji 

was the oldest book printed with the use of movable 

metal type. On September 4th, 2001, Jikji was 

register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Prize" by 
등 재 되 었 다

this organization.

직지심체요절, 인쇄술의 혁명

 

세계 최초의 이동식 금속 활자는 고려시대에 발명

되었다. 이 발명은 많은 양의 책을 빠른 시간 안에 

인쇄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것이 발명되기 전에

는, 목판 인쇄가 책을 인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

지만, 제한된 횟수로 제한된 책만 인쇄할 수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의 모음집인 직지는 이동식 금속 활

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것은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유명한 42행 성서를 출간하기 78년 

전인 1377년에 흥덕사에서 출간되었다. 

UNESCO는 직지가 이동식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임을 공식화하였다. 2001년 

9월 4일, 직지는 UNESCO에 의해 ‘세계기록 문

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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