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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장산술》의 교육적 이해

《구장산술》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 수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수학서이며, 서양의 Euclid의 《원론》에 상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양 수학은 알고리즘화 된 계산적인 체계의 강조와 함께 발전

해왔으며 서양에 비해 앞서 나타난 성과도 들어 있다. 하지만 수학교육

에서는 주로 서양의 수학사를 반영하고 있고, 동양수학사에 관한 연구

또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기보다 단편적인 예만을 소개하는 경향

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장산술》의 대수 및 기하

영역의 주요 내용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현행 학교수학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대수영역과 기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대수영역의 주요내용은 일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과 비와 비

례부분이었다. 《구장산술》에서는 학교수학에서 제시하지 않는 독창적

인 문제해결방법, 알고리즘화 과정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기하영역의 주요내용은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와 직

각삼각형이었다. 기하학적 공식에 대한 직관적인 증명방식,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 그리고 학교수학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구장산술》의 교육적 유용성을 확

인하였고, 학교수학의 교재구성 및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대략적인 방안

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구장산술, 유휘, 학교수학, 대수, 기하

학 번 : 2009-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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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사가 수학 교수․학습에서 의미 있다는 주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수학사의 활용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자연스러운

내용 배열의 준거가 되며 수학적 아이디어의 발달 과정을 따를 수 있게 한

다는 점, 새로운 차원에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문화와

문명의 발달에서의 수학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준다는 점 등과 같이 많은 이점이 있다(우정호, 2001).

수학사를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양 수학이 Euclid 《원

론》을 중심으로 공리화된 연역적인 체계를 형성하며 발전해 왔다면, 동양

수학은 《구장산술》을 중심으로 알고리즘화된 계산적인 체계의 강조와 함

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며 발전해왔다(李继闵, 1998; 吴文

俊, 1996). 즉, 서양 수학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완전한 학문으로써의 체계

를 강조했음에 비해, 동양 수학은 엄밀성 대신 양적이고 계산적이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가졌다(김종명, 2007).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상반되는 특성은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 수학교육에 시

사점을 제시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학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수학사를 살펴보면

주로 서양 수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성호, 이경언,

2010). 김기원, 노현주(2008)는 제 7차 교육과정의 7단계 수학 교과서 17종에

나타나 있는 수학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 200개의 수학사 관련 내

용 중 동양 수학사와 관련된 내용은 7개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수학사

자료는 학생들에게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실은 학생

들에게 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다. 동양 수학

사에도 서양에 비해 앞서 나타난 성과 및 그 가치가 충분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 불리는 연립합동식의 해법정도를 제외

하면 수학적 성과에는 대부분 서양 수학자들의 이름이 붙어있으며, 그들의

산물인 양 여겨지고 있다(장혜원, 2006).

한편 그동안의 수학사 관련 연구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학

적 시사점을 끌어내기보다, 학교수학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예만을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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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며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학사 관련 연구로서 수학사

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대한 설문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이미

다루어진 내용과 차별성이 적은 자료가 제시되거나 학습 내용과의 개념적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우정호, 민세영,

정연준, 2003). 이는 수학교육에서 수학사가 가지는 의미에 비해 단지 자료

의 나열로만 전개되고, 교과서의 각 단원의 도입이나 끝 부분에서 읽을거리

로만 제시되는 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학사를 수학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

가 있으며, 이와 함께 수학사에 대한 자료가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수집 확충될 필요가 있다(우정호, 민세영, 정연준, 2003).

《구장산술》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서로 동양 수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서양의 Euclid《원론》에 상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한 한국의 역사에서도 신라 이래로 조선말까지 산학 시험서로서의 위치를

지켜올 만큼 산학 기본서로 간주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고유의

수학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근거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장혜

원, 2002). 동양 수학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점, 엄밀한 체계보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통한 문제해

결을 강조했다는 점, 경험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김종명, 2007) 등이 대부

분 《구장산술》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수학사 자료로서 《구

장산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구장산

술》이 산술과 대수 분야에 있어서는 디오판토스(기원전 275년경) 이전의

그리스 수학을 훨씬 능가하였다는 점(김용운, 김용국, 1996), 기하 분야에서

연역적인 증명 방식 대신 직관적인 증명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서양과 차별

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교육적 분석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구장산술》의 대수 및 기하 영역의 주요 내용을 확인함

으로써 그 안에서 구현되는 동양 수학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수학에서의 개념 도입 방식 및 전개 방식에서의 시사점

을 제시함으로써,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수학사 구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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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구장산술》의 대수 영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그로부터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구장산술》의 기하 영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그로부터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장산술》 및 유휘의 주해

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여기서는 《구장산술》과 유휘

의 주해를 현대어로 번역한 李继闵(1998), 白尚恕(1983)와 沈康身(1997)의 해

석을 주로 참고한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현행 학교수학의 내용과 비교함으

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의 각 장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구장산술》의 저술배경 및 내용 구성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구장산술》을 저술하게 된 목적과 내용

을 드러내고 《구장산술》의 주요 내용을 대수와 기하영역으로 구분하여 제

시한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구장산술》의 대수와 기하영역의 내

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된 학교수학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교육적인 시사

점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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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경 및 구성

본 장에서는 《구장산술》의 저술 배경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구장산술》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과

이러한 관점에서의 나타나는 수학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동시대의

서양의 철학 및 수학의 역할과 비교한다. 이어서 《구장산술》의 수학적 배

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구장산술》과 그 이전의 수학과의 차이점과

《구장산술》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필요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구장

산술》의 구성 및 체제를 살피고자 한다.

1. 철학적 배경

모든 학문의 발전에 있어 철학적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성사, 홍

영희(1998, p.30)는 수학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논리성과 일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철학적 배경과 완전히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본 절에서는 《구장산술》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과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수학의 역할을 살펴본다. 고대 중국 철학

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 철학과 비교하면서 그 의

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모두 자연을 탐구함에서부터 시작하였

다.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자연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

을 바탕으로, 사색으로부터 철학을 출발시켰다. 그들은 대상적 세계를 구성

하는 실체를 추구하면서 존재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였다(김용운, 김용국,

1997). 탈레스는 ‘만물의 원질(arkhe)은 물’이라는 물질적인 존재관을 가졌고,

피타고라스(Pythagoras, 기원전 572?~ 492?)는 ‘만물은 수’라고 하여 우주가

실질적으로 수의 배열처럼 이룩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장우석,

2008). 탈레스를 비롯한 이오니아학파가 존재의 본질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

았다면, 피타고라스학파는 현상 배후에 있는 ‘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변화하고 있는 현상 내면에 있는 불변의 질서를 찾으려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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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체계의 존재성은 피타고라스를 계승한 파르메니데스

(Parmenides, 기원전 515~445?)와 플라톤(Platon, 기원전 428~348)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의 세계를 고찰함에

있어 이성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즉 감각의 증언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변화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불변의 것을 진정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우석, 2008).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진정한 철학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물의 본질, 즉 이데아에 대한 인식

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는 감성에 의해서는 파악되지 않으며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데아의 세계는 곧 ‘가지계’

이며, ‘가지계’는 영원한 형상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플라톤에게는 가장 실제

적인 것이었다(임재훈, 1998).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변의 존재인 이데아를 알아나가는 것이 되었다.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은 그 이후의 모든 서양 철학의 배경 또는 근원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인류의 삶의 형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데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수학의 이성적, 논

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신은 수학적으로 사고한

다는 사상’과 우주가 수학적인 원리로 이룩되었다는 입장이고, 플라톤에 의

하면 자연은 수 그 자체이며 수는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존재이다(龚静源,

2006). 세계의 근원에 합리적 질서, 즉 로고스(logos)가 있으며, 이것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로고

스는 수학적 질서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릇 이 이성적 질서를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학문은 궁극적으로 수학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김

용운, 김용국, 1997). 이로부터 고대 그리스의 수학은 그리스의 철학과 함께

있었으며 실생활의 필요성과는 관계없이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 형성되었다

(김종명, 2007). Euclid의 《원론》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극히 소수의 공

준, 공리를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순전히 연역적으로 모든 명제를 이끄는 방

법론을 성립하였고, 이는 서양 수학의 원형이 되었다.

한편, 고대 중국에서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도(道)’에 관한 학설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철학과 같은 것이었다(方立天, 1990, p.2). ‘도’는 ‘천도(天

道)’와 ‘인도(人道)’로 나눌 수 있는데, ‘천도’는 우주의 총체, 근본과 구성 등

을 설명하는 것이고, ‘인도’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제, 인생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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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이다(方立天, 1990, p.3). 노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

고 있으며 충기로써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여 우주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 张立文(2004)의 해석에 따르면, 도가 변화·생성하여 혼돈의

기(氣)가 나오고 기가 변화하여 음양(陰陽)이 만물을 생성하고, 만물은 모두

안에 음양의 두 기를 담고 있으며 음양 두 기의 교감과 운동이 만물을 어울

러 자라게 한다. 즉, 우주는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과 양의 기

로 가득 차있다는 관점이다. 또한 장자에 의하면 기는 도에서 생겨 천지만

물과 사람 및 그 정신을 이루고, 사람과 물질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기

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다(张立文, 2004). 이러한 ‘기의 철학’으로 보

았을 때, 천·지·인은 모두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현상과

본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한 것과 대조적으로 고대 중국의 철학은 기의 철

학으로부터 현상-본체 일원론적(장우석, 2012, p.15)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기’로 통일이 된다는 관점에서,

사람은 자연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연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엔 인간이 살아나가는 법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은 항상 음양의 기에 의하

여 변화하고 동적이기에 그 변화하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 되었고 그 속에

진정한 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고대 중국의 ‘도’의 역사는 司马迁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천인의 관계를 탐구하여, 역사와 현재에 통달한다1)”라고

하여 ‘천도’와 ‘인도’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方立天,

1990, p.3). 즉, 사람은 자연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수학이 이러한 철학과 연결되면서 수학의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자연

을 설명하는 도구로써의 기능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율력지’에서는 수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물이 생긴 연후에 상이 있고, 상 다음에 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수가 이루어진

다(김용운, 김용국, 2009, p.43).

즉, 수는 모든 사물이 존재한 연후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

대 그리스에서 수학이 이데아 속에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과 확연히 다르

1) 究天人之际, 通古今之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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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연의 생성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고대 저서 《주역(周

易)》에서는 수의 원리로부터 음양오행의 원리인 64괘를 만들었으며 자연의

순환반복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역에서는 자연수의 조합으로 자연의 원

리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수는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유휘가 적은 《구장산술》의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 포희씨2)는 처음으로 팔괘를 그려, 신명스러운 덕을 체득하고 만물의 실

정을 헤아렸으며, 구구곱셈법을 만들어 육효(六爻)의 변화에 부합되었다. 황제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더욱 신통하게 발달시켜 적용하고 확대하여 역법을 세우고,

음률을 조화롭게 하고, 도의 근본을 논하는 데 썼으니,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음

양과 사상의 오묘한 현상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차종천, 2000, p.15).

유휘는 수학의 의미가 신명의 덕을 체득하고, 만물의 실정을 헤아리는 것

이며, 구구곱셈법은 육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즉 수학의 가치를

자연을 연구하는 것에 두었다(郭金彬，孔国平, 2004, p.75). 이를 통해 모든

수의 기능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고

대 중국 철학에서는 ‘천인합일주의’ 사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것으

로 보고, 인간이 자연 현상의 원리대로 순응하고 또 인간 사회의 규범을 자

연 질서의 원리에 따라 진행시키려는 전통 사회 이론을 따랐다(양재혁,

1998).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려면 이성적

인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수학의 논리적인 측면이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고대 중국에서는 항상 변화하고 있는 자연을 탐구하기 위하여 수학

이 자연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로써 수학의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기

능성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구장산술》에 이르러 수학이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 복희로도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로서 결승, 구구, 컴퍼스와 곡척, 팔괘를 만들었다고

함(차종천, 200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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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배경

고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산대를 사용하여 수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가

감승제 등의 숫자 계산을 하였다(김용운, 김용국, 1996, p. 23). 십진기수법을

최초로 사용한 것이 고대 중국이었으며, 이는 마야인의 20진법 사용, 고대

바빌로니아인의 60진법 사용과 대비된다(郭金彬, 1990, p.4). 이에 따라 고대

중국인들은 십진기수법에 의거하여 산대를 사용해 수를 표기하였다. 산대를

배열할 때에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가로, 세로로 구별해서 놓았다.

[그림 Ⅱ-1] 산대로 수를 표시하는 방법

(钱宝琮, 1983, p.10)

산대에 의한 기수법은 자생적이었고 지극히 소박한 것이지만, 대나무 막

대기를 종횡으로 놓는 것으로 어떤 자연수도 자유롭게 표현 가능했으며 사

칙연산을 하는데도 매우 능률적이었다(김용운, 김용국, 1996). 수를 영문으로

표기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1000까지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27개의 영문 조

합이 필요했다는 점에서(郭金彬, 1990, p.4) 산대에 의한 기수법의 효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중국에서 수학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

이 산대에 의한 수 표기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대에 의한 수 표

기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산학입문》의 서두를 보면 산수의 근

원을 다루면서 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본래

산대가 셈을 만든 것이지, 계산 도구로서 흔히 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여 산대가 계산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밝힘

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현경, 2006, p.12). 이와 같이 산대에 의한

수 배열 및 표기법은 《구장산술》이 산술 과 대수 분야에서 디오판토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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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그리스 수학을 훨씬 능가할 만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로부터

산대가 서양 수학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막강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산경십서(算经十书)3) 중의 하나인 《주비산경(周髀算经)》에

서는 수학, 즉 계산방법이 천문학을 다루는 방법으로서 언급되었다. 여기서

는 분수의 계산법, 피타고라스의 정리, 컴퍼스와 곡척4)의 이용법과 직각삼각

형의 닮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주비산

경》의 첫 부분에서 상고와 주공5)이 수와 도형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이다.

주공: 하늘은 계단을 밟아 오를 수가 없고, 땅은 자를 얻어 잴 수가 없다. 청컨대

그 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자 한다.

상고가 말하기를 수의 원리는 원과 네모에 기초를 둔다. 원은 네모에서 나오고,

네모는 구(양변의 길이가 같은, 곱자처럼 생긴 모양)에서 나오며, 구는 구구 팔십

일로부터 이루어진다(차종천, 2000, p.204).6)

상고가 말한 ‘수의 원리는 원과 네모에 기초를 둔다’의 의미는 수로부터

원과 정사각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하고, ‘원은 네모에서 나온다’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원의 넓이 또는 둘레를 구할 때 그에 외접한 정사각형의 넓

이와 둘레의 비(3:4)로 구하였다는 것을 뜻한다(袁思情, 李俊, 2010; 曲安京,

2002). 그리고 ‘네모는 구에서 나오며, 구는 구구 팔십일로부터 이루어진다’

는 것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구)의 특수형태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구

단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비산경》에서

수로부터 도형의 넓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郭金

彬，孔国平(2004, p.31)은 고대 중국의 수학은 수와 도형을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도형의 성질을 연구할 때 길

이, 넓이, 부피 등과 관련하여 그것을 계산하려는 것을 수와 도형의 결합이

3) 산경십서: 주비산경周髀算经, 구장산술九章算术, 오조산경五曹算经, 철술缀术, 손자산

경孙子算经, 오경산술五经算术, 하후양산경夏侯阳算经, 해도산경海岛算经, 장구건산경张丘

建算经, 집고산경辑古算经(김혜경, 윤주영, 1998, p.7).

4) ‘ㄱ’자 모양으로 눈금이 표시된 측량도구.

5) 주공, 상고, 기원전 1100년에 존재하였던 인물(장혜원, 2006, p.35).

6) 夫天不可阶而升, 地不可得尺而寸. 请问数从安出? 数之法出于圆方, 圆出于方, 方出于矩,

矩出于九九八十一.



- 10 -

라고 볼 수 있다.

상고는 현재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인 3, 4, 5에 대해

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구, 고, 현으로 불렀다.

또한 《주비산경》은 천문학을 다루는 저서이므로, 태양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성질도 이용하는 내용도 제시

하였다(郭金彬, 1990).

이상과 같이 고대 중국에서는 산대를 통해 이후 계산 위주의 수학을 발전

시키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비산경》에서 수의 성질

로 도형의 성질을 설명함으로써 계산 위주의 산술적인 특징이 또다시 강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술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도 서양의

Euclid의 《원론》을 연상시킬 만한 논리적인 기하학적 내용도 기록되어 있

다. 이는 Euclid의 《원론》보다 1세기 앞서 완성된 《묵경(墨經)》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묵자(墨子, 기원전 468~376)는 전국시대에 묵가를 성립시킨 사람이다. 당

시에는 도가, 명가, 음양가 등 여러 학파들이 그들의 주장을 활발히 펼치고

있을 시기였다. 묵가는 자신의 철학적 이론을 보호하면서 다른 이론을 반박

하기 위하여 인식론, 정의, 논증의 기초를 세웠다(홍성사, 홍영희, 1998,

p.31). 《묵경》에서는 점, 선, 평행, 원, 직사각형 등에 대한 기하학적 정의

가 기록되어 있다.

점은 넓이가 없는 선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이다.

평행이란 같은 높이를 뜻한다.

직선은 3개의 점으로 연결된 것이다.

원은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거리가 같은 도형이다.

원의 중심은 원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정사각형은 4개의 변을 가지고, 4개의 각은 모두 직각이다(김용운, 김용국,

1996, pp. 61-63).

이러한 기하학적 정의뿐만 아니라, 유한과 무한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법

도 제시하였다.

경상설: 자로 거리를 잴 때, 계속 반복하여 앞에 1자가 남지 않으면 이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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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이고, 계속 측정하는데 앞에 계속 1자보다 많은 거리가 남으면 이 거리는

‘무한’이 된다(郭金彬，孔国平, 2004, p.42).

또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원인, 부수적인 원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

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 위의 한

점과 같은 것이다. 주요 원인은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이다. 보는 행위와 그 결과 시각이 얻어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Needham, 1998,

p.159).

여기에서 ‘부수적인 원인’은 원인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즉,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

지만, 이 조건이 없으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원인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충분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충분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충분조건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郭金彬, 孔国平, 2004, p.37). 이와 같은 구

절에서 과학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또한 명가에서는 회자(惠子, 기원전 370~310)와 공손룡(公孙龙)이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1자 길이의 매를 매일 그 반의 길이만큼 잘라 내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무한대는 이것을 바깥에서 쌓는 공간이 없으며, 무한소는 그 내부가 될 공간을

갖지 않는다.

나는 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화살은 아무리 빨리 난다 하여도, 움직이지 않을 때와 멈춰 있지 않을 때가 있

다.7)(郭金彬，孔国平, 2004, p.45)

‘1자 길이의 매를 매일 그 반의 길이만큼 잘라 내면, 영구히 없어지지 않

7) 一尺之棰, 日取其半, 万世不竭; 至大无外, 谓之大一. 至小无内, 谓之小一; 飞鸟之影, 未

尝动也; 镞矢之疾, 而有不行不止之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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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1자의 길이의 매를 하루에 반 씩 잘라내면, 

 


 


의 길이가

무한 반복되고, 결국 끝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개념과 같다. 회자는 ‘무한대는 이것을 바깥에서 쌓는 공간이

없으며, 무한소는 그 내부가 될 공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여 무한대는 경

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한소는 공간속의 한 점으로 더 이상 공간을

갖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한대와 무한소를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나는 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새가 공

중에서 날고 있을 때 그 그림자는 변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의 그림자는

특정된 것이고 이동하지 않으므로 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

다. ‘화살은 아무리 빨리 난다 하여도, 움직이지 않을 때와 멈춰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은 화살이 나는 거리와 시간을 하나의 함수로 보았을 때, 난

거리 은 대응된 점이 있고, 거리 는 대응된 점 가 있다. 그러므로

각 순간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고, 거리와 시간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는 ‘멈춰 있지 않을 때가 있다’로

설명할 수 있다(郭金彬，孔国平, 2004, pp. 45-47).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묵가나 명가에서는 논리적인 명제와 함께 추

상적인 수학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기하 개념에 대

한 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이루어진 논리구조, 그리고 변증법의 관

계를 가지는 명제들을 제시하였다. 欧阳维诚(2000, p.41)은 고대 중국의 철학

적, 시대적 배경 때문에 Euclid의 《원론》과 같은 형식적인 논리 체제는 결

국 중국에서 이룩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付海伦, 郭书春

(2003)에 따르면 유휘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구장산술》

의 주해를 적으면서 직관적으로 여러 기하학적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이러한 수학적인 배경으로부터 《구장산술》이 산술 및 대수의 발전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대의 출현을 바탕으로 나타났다는 점, 기하적인 측면

에서 수의 성질로부터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와 도형의 결합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묵가, 명가를 비롯한 학파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존

재하였고, 이는 고대 중국의 시대적, 철학적 배경 때문에 결국에는 발전되지

못하였으나 유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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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구장산술》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전국시대에서부터 진(기원전 246~207), 한(기원전 206~220) 시대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郭金彬，孔国平, 2004, p.50). 《구장산술》이

출판된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李继闵(2007)에 따르면 유

휘가 《구장산술》의 서문에서 이것이 일찍이 선진시대에 완성되었고, 장창

(张苍，기원전 250~152)과 경수창(耿寿昌, 기원전 1세기)이 《구장산술》을

수정․보완하였다고 한다. 그 후 다시 삼국시대에 들어와 위(魏)나라의 유휘

에 의해 263년에 주석이 붙여져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구장산술》이 저술된 진한 시대는 철기의 사용, 광산의 개척, 그리고 대

규모 수로공사의 실행으로 인해 수공업, 농업, 건축 등 각종 기술이 전반적

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수학도 그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欧阳维诚, 2000,

p.40). 고대 중국 수학 발전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시

수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발달한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결

합되어 《구장산술》에 저술된 내용 역시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편찬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구장산술》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

적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장이름 내용

제1장 방전(方田) 논밭의 측량 문제를 다룬다.

제2장 속미(粟米) 곡물을 교환할 때의 계산법을 다룬다.

제3장 쇠분(衰分) 비례 배분을 계산하는 법을 다룬다.

제4장 소광(少廣)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5장 상공(商功) 토목공사의 공정 문제를 다룬다.

제6장 균수(均輸) 조세의 운반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제7장
영부족

(盈不足)
과부족 문제를 다룬다.

제8장 방정(方程) 다원 방정식 문제를 다룬다.

제9장 구고(句股)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을 다룬다.

<표 Ⅱ-1> 각 장의 저술 목적(김혜경, 윤주영, 1998)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구장산술》은 농·상·공업, 행정, 토목·건축, 교

통·수송 등 당시 실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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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구장산술》은 관료의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즉

토지를 구획한다든지, 물건을 나눈다든지, 거대한 건설 작업을 관리하는 것

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서한 시대 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요구되

었던 계산법들, 즉 생산된 양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형 창고를 만들 때 필

요한 입체 부피의 계산, 곡물을 교환할 때 필요한 비례 관계 계산도 다루어

졌다. 또한 한무제(汉武帝) 시대에 실행된 ‘균수법’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적

으로 합리적인 운송법을 창안하고, 대규모 수력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계

산법도 다루게 되었다(欧阳维诚, 2000, p.40). 《구장산술》의 각 장에서 그

러한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는 수학의 발전이 필연적인 상황이었으며, 수학은 더 풍부한 내용을

다루어야 했고, 계산법을 위주로 하였으며 실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

었다. 이에 따라 《구장산술》은 실제적인 작업에 필요한 문제를 다루는 동

시에, 다양하고 풍부한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구장산술》은 약 2000년 동안 중국의 수학교과서로 사용되어왔다.

《구장산술》의 ‘구’는 《주례》에서 사대부의 자제에게 가르쳐야 하는 육예

(六藝) 중 하나로 제시된 구수(九數)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학의 내용을 9가

지로 분류하였으므로 ‘구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김용운, 김용국, 1996. p.

69). 이는 당대의 산학 교과서 중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

니라, 송나라 말기 이래 원나라·명나라·청나라를 거쳐 조선과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강소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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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름 계산법(술) 학교수학 내용

제1장
방전

(方田)

방전술, 리전술, 대

광전술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규전, 사전, 기전,

원전, 완전, 호전,

환전술

삼각형, 사다리꼴, 원, 활

꼴, 원환, 원뿔형

약분술, 합분술, 감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분수의

<표 Ⅱ-3> 《구장산술》의 계산법(술)(孙宏安, 1996)과 학교수학의 대응관계

3. 구성 및 체제

《구장산술》은 방전, 속미, 쇠분, 소광, 상공, 균수, 영부족, 방정, 구고라

는 9장에 걸쳐 총 246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전장은 주로 평면도형

의 넓이, 속미, 쇠분, 균수장은 비와 비례에 관한 문제, 상공은 입체도형의

부피, 영부족장은 가정법, 방정은 연립방정식의 해법, 구고장은 주로 피타고

라스의 정리와 측량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Ⅱ

-2>와 같다.

장이름 내용 문제 수

제1장 방전(方田) 평면도형의 계산방법 38

제2장 속미(粟米) 곡물 교환의 비율 계산 46

제3장 쇠분(衰分) 비례분배를 중심으로 한 분배 20

제4장 소광(少廣) 도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기 24

제5장 상공(商功) 입체도형의 부피 28

제6장 균수(均輸) 세금과 관련된 비례 계산 28

제7장 영부족(盈不足) 남고 부족한 문제인 가정법 20

제8장 방정(方程) 연립방정식의 해법 18

제9장 구고(句股) 직각삼각형의 각종 계산 24

<표 Ⅱ-2> 《구장산술》의 체제(欧阳维诚, 2000, p.41)

《구장산술》은 9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 246개의 문제와 계산법(孙宏安,

1996, p.245)을 학교수학과 대응시켜보면 <표 Ⅱ-3>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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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술, 과분술, 평분

술, 경분술, 승분술

나눗셈; 분수의 약분, 크

기비교, 평균구하기
연산

제2장
속미

(粟米)

금유술 비례식

비례
경율술 비율계산법

기율술 나눗셈, 분수나눗셈법칙

반기율술 상품단가구하기

제3장
쇠분

(衰分)

쇠분술
일정한 비로 분배(정비

례) 비례

분배
반쇠분술

주어진 비의 역수로 분

배(반비례)

제4장
소광

(少廣)

소광술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

이 구하기 변의

길이

구하기

개방술 제곱근 구하기

개원술 원의 지름 구하기

개입방술 세제곱근 구하기

개입원술 구의 지름구하기

제5장
상공

(商功)

성, 단, 제, 구, 참,

거술

(옆면이 사다리꼴인)육면

체

부피

방보도, 원보도, 방

정, 원정, 방추, 원

추, 참도, 양마, 별

노, 선제, 추맹, 추

동, 곡지술

각기둥, 각뿔, 각뿔대

원기둥, 원뿔, 원뿔대

등 여러 입체도형

제6장
균수

(均輸)
균수술 (복금유술)

평균부담문제(분배비율

계산법)복비례계산법

비례

분배

제7장
영부족

(盈不足)
영부족술(5가지) 연립방정식, 일차방정식 방정식

제8장
방정

(方程)

방정술 선형방정식의 해법
연립방

정식

음수
정부술 음수양수의 연산

제9장
구고

(句股)
구고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수,

닮음과 측량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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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교수학을 기준으로 한

분류
장이름 계산법

대수

1. 일차방정식 영부족 영부족술

2. 연립방정식 방정 방정술, 정부술

3. 이차방정식 소광 개방술

4. 비와 비례 속미, 쇠분, 균수 금유술, 제동술

기하

1. 평면도형의 넓이 방전
방전, 규전, 사전,

원전, 환전, 호전

2. 입체도형의 부피 상공
참술, 참도술, 양

마술, 별노술,

3. 직각삼각형 구고 구고술

<표 Ⅱ-4> 학교수학을 기준으로 한 분류

《구장산술》의 원본은 이러한 내용을 문제-답-풀이 형식으로 제시하였

고, 그 풀잇법이 성립하게 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하

여 후세의 여러 사람들이 주해를 적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휘(刘徽)와 당나라 때 이순풍(李淳风, ?~714)의 주해이고 다른

학자들의 것은 현재 보존되어있지 않다(刘钝, 1993, p.17). 유휘는 《구장산

술》에 나오는 수학 용어를 정비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가

능하게 해주었다(정해남, 2011, p.105). 본 논문에서는 유휘의 주해를 위주로

《구장산술》의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구장산술》은 이에 따라 ‘문제-답-풀이-주해’라는 형식을 가지게 되었

고, 이러한 서술방식은 그 후의 중국 수학서에 공통된 형식으로 고정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진 실생활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고, ‘답’은 구체

적인 수치를 가진 답안을 제시하였다. 풀잇법인 ‘술’은 어떤 동일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이는 계산법, 공식 또는 정리

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해’는 풀잇법이 성립하게 된 이유 또는 근거, 즉 정

당화에 해당한다(吴文俊, 1996, p.32).

본 논문에서는 《구장산술》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인 시사

점을 얻고자 하기에 《구장산술》의 주요내용을 학교수학과 대응시켜 다음

과 같이 구분하였고,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계산법만 소개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는 <표 Ⅱ-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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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영역에서는 학교수학의 일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과 비례에

관련된 영부족술, 방정술, 정부술, 개방술, 금유술 및 제동술을 설명하고, 기

하영역에서는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와 직각삼각형에 해당되는

《구장산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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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수영역의 교육적 분석

본 절에서는 《구장산술》의 9장 중에서 대수영역에 해당하는 영부족장,

방정장, 소광장, 속미장, 균수장과 쇠분장인 6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학교수학과 대응시켜 영부족장은 일차방정식, 방정장은 연립방정

식, 소광장은 이차방정식, 그리고 속미장, 균수장과 쇠분장은 비와 비례로

내용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수학에 줄 수 있는 교육적

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일차방정식

일차방정식 관련 내용은 《구장산술》 중 영부족장에서 다루어진다. 영부

족장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은 오늘날 학교수학에서의 일차방정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영부족장에서는 일차방정식의 풀이와는 다른 독

특한 문제해결 방법인 영부족술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영

부족술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영부족술

1.1.1 영부족술의 뜻

영부족술(盈不足术)은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한 풀이 방법으로 사용

된다.

[문제7-1]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때, 각 사람이

8전씩 내면 3전이 남고, 7전씩 내면 4전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 수와 물건

값은 각각 얼마인가?

[답] 사람 수는 7명, 물건 값은 53전.

[영부족술] 소출율(각각이 내는 돈)을 정하고, 그 아래에 남고 부족한 값을

둔다. 이 남고 부족한 것을 소출율과 교차하여 곱하고, 그것을 더해 피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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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한다. 남고 부족한 수를 더하여 제수(법)로 한다. 피젯수를 제수로 나

눈다. 소출율 중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 것으로 피젯수와 제수를 나눈다.

피젯수를 나눈 것은 물건의 값이 되고, 제수를 나눈 것은 사람 수가 된다.

(沈康身, 1997, p.481)

이 문제는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상황으로 각

사람이 8전씩 내면 3전이 남고, 7전씩 내면 4전이 부족할 때 사람의 수와

물건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문제와 함께 답을 제시하고 영부족술

을 설명하였다. 영부족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구체적

인 수치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먼저 문자를 이용하여 영부족술이 말하는 바를 나타내어보자. 어떤 물건

을 구입할 때 각자가 씩 냈을 때 남은 값을  , 각자가 씩 냈을 때 부족

한 값을 라고 하였을 때, 사람의 수 와 물건의 값 를 구하고자 한다.

영부족술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

(1) ‘소출율(각각이 내는 돈)을 정하고, 그 아래에 남음과 부족한 값을 둔다’

는 것은 왼쪽 그림과 같이 네 수를 배열한 것이다. 다음으로 ‘교차하여 곱하

고 그것을 더해 피젯수로 한다’는 것은 교차로 곱하여 더한 값

( )를 피젯수로 한다는 것이고, ‘남고 부족한 수를 더하여

제수로 한다’는 것은 ()를 제수로 한 것이고, ‘피제수를 제수로 나눈다’

는 것은


를 설명한 것이다.

(2) ‘소출율 중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다’는 것은   이고, 이를

제수로 하고 각각 위에서 언급한 ‘피젯수와 제수를 나누고, 피젯수를 나눈

것이 물건 값이 되고, 제수를 나눈 것이 사람 수가 된다’는 것은   

 
,

 


을 설명한 것이다. (刘钝, 1993, p.172)

1번 문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위의 알고리즘에 대입하면      

     와 같이 대응될 수 있고, 이를 (2)번에서 제시한 공식에 대입하

면      을 얻는다.

이와 같이 영부족술은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상황’에 대하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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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1: 

  

 
; 공식2:    

  
; 공식3:    

 

(여기서   로 가정한다)

수와 물건의 값을 구하게 해주는 풀이방법이다. 그러나 영부족술에서는 사

람의 수와 물건의 값에 대한 공식을 제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라

는 공식도 설명하였다. 이는 물건 값 과 사람 수의 비인 


를 나타낸 것

으로 각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돈을 의미한다(李继闵, 2007, p.98).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영부족술로서 원래 가정한 값에 대하여 


라는 참값을 얻게 되었

다는 점이다. 영부족장의 다른 문제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정한 값에

대하여 참값을 얻고자 할 때 영부족술을 적용하고 있다. 영부족술을 요약하

자면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공식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1.2 영부족술의 정당화

여기서는 영부족술의 세 공식이 성립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

부족술의 정당화 과정은 유휘의 주해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의 주해가 너

무 간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李继闵(2007,

pp. 99-100)을 참고하여 영부족술의 정당화를 제시하도록 한다.

영부족술에서는 각자가 낸 돈을 ‘소출율(所出率)8)’이라고 하였고, ‘소출율’

은 지불한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각자가 낸 돈이 일정한 상수

가 아닌 비의 성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수임을 설명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휘는 ‘소출율은 가령이다9)’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는 각자가 낸 돈을 가정하

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값 또한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문제

1번의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물건 1개를 살 때, 각

자가 씩 내면 이 남고 각자가 씩 내면 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8) 소출율에서의 ‘율’은 《구장산술》에서 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9) 所出率谓之假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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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낸 돈에 대한 가정    

물건의 개수에 대한 가정   

남음과 부족    

여기서 한 사람이 낸 돈, 물건의 개수와 남음 또는 부족한 값이 비례적인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각자가 씩 내고, 물건 개를 사면 이

남고; 각자가 ′씩 내고 물건 ′개를 사면 ′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

영부족술에서 ‘소출율과 남음과 부족을 교차하여 곱한다’라는 것은 유휘의

설명에 따르면 ‘제동의 뜻10)으로 남음과 부족을 같게 한다11)’는 것이라고 한

다. 즉, ( , )를 같게 만들려면   이 되어야 함으로 비례관계에 의

해서 ( , )에 대하여 대각선으로 ( , )곱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낸 돈에 대한 가정   

물건의 개수에 대한 가정   

남음과 부족   

이는 물건을 개 살 때 한 사람마다 씩 내면 가 남게 되고, 물건

을 개 살 때 한 사람마다 씩 내면 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

례적인 관계에 따라 남음과 부족한 값을 맞추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남음과 부족이 동일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씩 내면 물건

을   개 살 수 있고 돈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물건 하나를 살 때 한 사람이  

 
씩 내면 맞

아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출율을 더한 것을 피젯수로 하고 남음과

부족을 더한 것을 제수로 하여 나눈다’라는 것, 즉  에서   을

나눈 것의 의미이다. 이로써 우리는 비례관계에 의하여 가정한 값인 각자가

낸 돈의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공식2(   

  
)와 공식3(   

 
)에 대해서 유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 값을 구할 때, 분모       는 두 번 가정하였을

10) 제동술은 두 비의 한 원소를 같게끔하여 두 비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盈朒维乘两设者欲为齐同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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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13) 해법

1~4 남음과 부족



  

  
,    

  
,

   

 
 ·   

5, 6

두 개의 남음

또는

두 개의 부족




  

  
,    

  
,

   

  
 ·   

7, 8
남음과 딱 맞음

부족과 딱 맞음


  ,    


,    



<표 Ⅲ-1> 영부족장의 문제 상황과 해법(刘钝, 1993, p.174)

때 한 사람이 내는 돈의 차이고, 분자   는 모든 사람이 내는 돈의 차를

나타낸 것이기에 그 비는 곧 사람의 수가 된다12)고 하였다. 그리고 공식3은

물건의 값이기에 이는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낸 돈과의 곱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영부족술은 비례관계에 따라 정당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부족장에서는 남음과 부족한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남음과 부족, 두 개의

남음 또는 두 개의 부족, 남음과 딱 맞음, 부족과 딱 맞음인 상황에 대한 풀

잇법도 제시하였다. 그 해법을 현대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서 우리는 가정하여 부족한 값을 음수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공식들은 사실 남음과 부족인 상황인 영부족술의 공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즉, 부족인 양을 음수로 표시하고 딱 맞음을 0으로 할 때 가정한 값인

한 사람이 낸 돈은 


  

  
로 통일될 수 있고 다른 공식도 마찬가지

이다(刘钝, 1993, p.175).

12) 以一人之差约众人之差, 故得人数也

13) 영부족술(남음과 부족), 양영/양부족술(두 개의 남음 또는 두 개의 부족), 영적족술

(남음과 딱 맞음), 부족적족술(부족과 딱 맞음). 이들을 대수적으로 변형하면 결국 영부

족술과 같아진다. 때문에 여기서는 영부족술만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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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영부족술의 응용

《구장산술》에서는 ‘남음과 부족’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영부족술을 적용하고 있다. 영부족장의 문제 13번을 살펴보자.

[문제7-13] 소주 한 말 값은 50전이고, 막걸리 한 말 값은 10전이다. 지금 30

전으로 술 2말을 사고 싶다. 소주와 막걸리를 각각 얼마씩 살 수 있는가?(김

혜경, 윤주영, 1998, p.137)

이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번 가정하여 남거나 부

족한 답을 얻는다. 만약 소주 5되(0.5말), 막걸리 1말 반(1.5말)이라고 가정하

면 이는 주어진 돈보다 10전이 많게 된다. 또 소주 2되(0.2말), 막걸리 1말8

되라고 하면 주어진 돈보다 2전이 적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소주가 0.5말이고, 막걸 리가 1.5말이면, × ×  이 됨으로 이

는 주어진 30전보다 10이 많게 되고; 소주가 0.2말이고, 막걸 리가 1.8말이면

× ×  이 되어 30보다 2전이 적게 된다.

즉,    ,   이고,      이고, 이를 영부족술에 대입하면,

   

  
 

× ×  
 가 된다. 그리고 막걸리는

   이다.

이와 같이 영부족술은 남음과 부족한 한정된 문제 상황에 대한 풀이방법

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해결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부족장의 9번 문제

부터는 모두 ‘남음과 부족한’ 상황이 아닌 일반문제들이고, 이들은 모두 영

부족술로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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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영부족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부족술은 구하고자 하는 양

을 두 번 추측하여 남거나 부족한 답을 이끌어내고, 이를 이용해 주어진 특

정한 식에 대입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수학에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첫째, 영부족술은 학교수학에서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소개될 수 있

다. 현재 초등수학에서는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비교하고 좀 더 나은 효

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문제해결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교 수학부

터는 본격적으로 방정식을 도입하여 문제해결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남

희 외, 2006, p.84). 초등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해결 전략 중 대표적으

로 예상과 확인 전략이 있으나, 이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문제에서 크고 복잡한 수가 제시되면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부족술을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한다면, 학

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두 번의 가정을 통해 답을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는 중학교 수학에서도 곧바로 가감법, 대

입법, 치환법 등 방정식의 대수적인 풀이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어려

움을 주기 이전에, 일차방정식의 대안적인 산술적인 풀이방법으로 먼저 소

개될 수 있다.

둘째, 영부족술은 방정식의 대수적인 풀이 방법보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제시한 문제 7-1번에 대하여 방정식

을 세우면    
   

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대입법에 의해서 대수적으로

풀이가능하다. 일반화된 식인    

   
에 대해, 이를 풀이하면 영부족

술에서 주어진 식이었던    

  
와    

 
을 얻을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대수적인 풀이 과정은 영부족술에 내재된 여러 풍부한 사고과정

을 보여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유휘가 제시한 영부족술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우리는 영부족술이 문제해결 사고과정을 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우선 영부족술은 문제 상황에 제시된 양들에 대해 비례적인 관계를 바

탕으로 해결 과정을 이끌어낸다. 즉, ‘한 사람이 내야할 돈’, ‘물건의 개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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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음과 부족한 값’은 본질적으로 변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비례적인 관

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 때 ‘남음과 부족한 값’을 비례관계에 따라 같

게끔 하여 ‘한 사람이 내야 할 돈’과 ‘물건의 개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지

면서 ‘물건 1개를 살 때 한 사람이 내야 할 돈’을 구하게 된다. 다음으로

   

   
을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와

   

 
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으나 이 공식에 내포된 의미가 드

러나지 않는다. 사람 수 을 구할 때, 《구장산술》에서는 의 분모인

      는 개인이 두 번 내는 돈의 차를 의미한 것이고, 분자인

 는 전체 사람이 내는 돈의 차이를 의미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자

를 분모로 나눈 것은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수학적인 사고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부족술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방법으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추상화 과정을 보여

준다. 영부족술은 본래 ‘물건을 같이 구매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

으로부터 시작한다. 영부족술에서는 ‘한 사람이 내야 할 돈’을 두 번 임시값

으로 가정하였고, 비례적인 관계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가정한

임시값에 대한 참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맥락을 제거

하면 가정한 값    로부터 가정한 값에 대한 참값인    

  

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영부족술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적용되

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학교수학에서 방정식을 세워서 가감법, 대입법, 치

환법과 같이 형식적인 대수적 절차에 따라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은 문제

상황에 대한 그 이상의 탐구과정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계적인

계산절차에만 치우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안적으로 영부족술을 도입하

는 것은 문제 상황에 포함된 양 사이의 관계를 비례에 의해 다루도록 유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방정식을

세우고 식으로만 접근하는 방법보다 더 풍부한 사고과정을 경험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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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립일차방정식

오늘날의 연립일차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은 《구장산술》의 방정장에서 다

루어진다. 방정장에서는 오늘날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방정술

과 정부술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방정술과 정부술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방정술

방정술(方程术)은 방정장의 1번 문제 상황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문제1] 벼 상품 3단, 중품 2단, 하품 1단의 알곡은 39말이고, 벼 상품 2단,

중품 3단, 하품 1단의 알곡은 34말이고, 벼 상품 1단, 중품 2단, 하품 3단의

알곡은 26말이다. 상, 중, 하품 1단의 알곡은 얼마인가?(沈康身, 1997, p.535)

우선 유휘가 방정술의 주석에서 설명한 ‘방정’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정程’은 과정(课程)이다. 사물이 번잡하나 이는 모두 수의 배열로 표현 가능하고,

마지막에 사물의 총 수량을 표시하며, 각 열은 율을 구성한다. 2개의 물건은 두

번 정程하고 3개의 물건은 세 번 정程하며 사물의 개수에 따라 열이 결정되고,

이것을 나타낸 것을 방정이라고 한다.14)(沈康身, 1997, p.535)

‘방정’에서 ‘방(方)’은 정사각형 모양을 말한 것이고, ‘정(程)’은 표현이라는

뜻으로 ‘방정’은 문제에 제시된 수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산대를 나열한 형

태를 말한 것이다(白尚恕, 1983, p.259). ‘2개의 물건은 두 번 정하고, 3개의

물건은 세 번 정하며, 마지막에 사물의 총 수량을 표시한다.’라고 하여, [그

림 Ⅲ-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물의 개수에 따라 열의 개수가 결정이 되

고, 마지막 행에 사물의 총 수량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선형연립방정식에

대한 행렬표현과 유사하며, 《구장산술》의 방정은 오른쪽부터 왼쪽의 순서

로 나열하고, 각 사물에 대응된 수치를 행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열로 나

14) 群物总杂, 各列有数, 总言其实. 令每行为率, 二物者再程, 三物者三程, 皆如物数程之,

并列为行, 故谓之方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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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15).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연립방

정식의 계수들을 첨가행렬(augmented matrix)로 구성하는 것과 그 원리가

같다.









 
 
  

[그림Ⅲ-1] 방정의 표현(钱宝琮, 1983)

이로부터 《구장산술》에서 ‘방정’은 현대 수학에서의 방정식(미지수를 포

함한 등식)과는 다른 개념으로, 연립방정식의 행렬표현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휘는 방정의 개념에서 ‘각 열은 율을 구성한다.’라고 하여

각 열이 비를 구성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그는 방정술의 정당화과정에서 각

열이 비를 구성하는 점을 이용하였다.

방정술은 이러한 행렬 표현을 통하여 선형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으

로, 그 계산과정은 [그림 Ⅲ-2]과 같다16)(沈康身, 1997, p.563). [그림 Ⅲ-2]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열에서 다른 열의 첫 번째 수를 곱하고 다시 반복

적으로 그 수를 계속 빼서, 0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열 계산을

통해 삼각행렬을 얻는 과정이 곧 방정술이다. 이 풀이과정과 오늘날의 가감

법과의 차이는 “소거하고자 하는 항이 포함된 두 열에 적당한 수를 각각 곱

하여 항의 계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한 열에만 다

른 열의 계수를 곱한 다음 소거될 때까지 여러 번 뺀다는 것이다.”(장혜원,

2006, p.57). 유휘는 이를 다시 ‘각 열의 첫째 수를 서로 곱해서 빼는’ 방법인

15) 옛날 중국 한자의 글 쓰는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는 것에

대응된 것이다(장혜원, 2006).

16) (钱宝琮, 198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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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승상소법(互乘相消法)으로 발전시켰다.

중×우행번


좌×우행


좌 중 우





  
  
  
  





 좌×중행번


좌 중 우





  
  
  
  






좌 중 우





  
  
  
  






좌 중 우





  
  
  
  






[그림 Ⅲ-2] 방정술의 풀이 과정

문제 1에 [그림 Ⅲ-2]의 방정술을 적용하면, 벼 하품의 양은 99가 되고,

중품의 양은
× 

  , 상품의 양은
×  ×

  임

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구하고자하는 하품의 1단의 양은 


 


이고, 중

품의 1단의 양은 


 

이며, 상품 1단의 양은 


 


이다.

이와 같이 방정술은 구체적인 수치의 연산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구장산

술》에서는 전형적인 예로부터 일반적인 풀이 절차를 알려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각 열에 대하여 어떤 다른 열의 수를 곱하고 다시 그 열의

수를 반복적으로 빼면 반드시 0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그림 Ⅲ-3]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뺀다
우행에서 좌행번


 
 
⋮ ⋮
 
 

 
 
⋮ ⋮
 
 

 

    번 

⋮ ⋮
    번 

  번 

으로곱한다


[그림Ⅲ-3] 방정술의 계산절차의 일반적인 표현(沈康身, 1997,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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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휘가 방정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각 열이 비를 구성한다는 점

을 이용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17)(郭书春, 1995, p.160). 즉, 유휘에 의하면

[그림 Ⅲ-3]에서 각 열  ⋯  은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방정술에서 각 열에 어떤 수를 동시에 곱하는 과정이 비의 성

질로부터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유휘는 방정의 정의에서 ‘열의 좌우

는 같거나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해가 유일하지 않은

경우들은 제외하였다.

2.2 정부술

방정술의 핵심적인 절차는 뺄셈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서 방정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

를 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방정술을 자유롭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음

수가 도입되어야 한다(李继闵, 1990, p.120). 이로 인하여, 《구장산술》에서

는 정부술과 함께 양수와 음수의 개념과 연산 법칙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유휘는 정부술의 주해에서 음수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두 종류의 산대의 득과 실이 서로 상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正)과 부

(負)로 이름 지어야한다. 정은 빨간 산대로, 부는 검은 산대로 나타낸다. 다

른 방법으로는 바로 세운 것은 정, 옆으로 비스듬히 누인 것은 부를 나타내

는 것으로 구별한다. 또, 이르기를 무릇 정과 부는 이 두 가지 수들에 연산

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반대인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덧셈과 뺄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해서 계산한다.....빨간색과 검

정색으로 방정식의 계수를 표현하기도 한다.(沈康身, 1997, p.537)

여기서 유휘는 양수와 음수를 각각 빨간색 산대와 검은색 산대로 또는 산

대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는 ‘정과 부는 이 두 가지 수들

에 연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반대인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라고 하

여, 실제로 빨간색 산대와 검은색 산대는 방정의 배열과 열 변환을 실행시

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는 방정의 3번 문제와 4번 문제에 잘 나타나 있

다.

17) 令每行为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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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장의 3번, 4번 문제는 모두 음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림 Ⅲ

-4]에서 제시된 방정장의 문제 3을 보면 우열에서 좌열의 상품 1을 소거할

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림

Ⅲ-5]의 4번 문제는 수익의 반대 의미인 손실을 표시해야 한다.

좌 중 우상품  중품  하품  실   

[그림Ⅲ-4]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상황

좌 우상품  하품  실  

[그림Ⅲ-5] 수익의

반대를 표시한 상황

이와 같이, 음수의 도입은 방정술 알고리즘의 실행에서 그 발생적인 배경

을 찾을 수 있으며, 고대 중국 수학에서 산대의 발명 또한 음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개념적인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산대와 방정술의

알고리즘적인 절차가 없었더라면 음수는 필연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

이다. 《구장산술》의 3번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李继闵, 1990,

p.119).









    
    
    

(1)의 양변에 3을 곱하고, 양변에 를 더하면

      

(4)에서 (2)를 변끼리 빼면

     

(5)의 양변에 를 더하면

      

(3)의 양변에 6을 곱하면

    

(6)과 (7)의 한 쪽 변이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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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등식의 양변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

법은 와 를 소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수의 도입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음수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여러 수학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방정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아라비아의 페르시아계 수학자al-Khwarizmi

(약 780~약 850)은 그의 저서 《Al-Kitab al-muhtasar fi hisab

al-jabrw'al-muqabala》에서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된 규칙을 다루었다. 그

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이항을 통하여, 동류항을 간단히 정리하는 규칙으

로 방정식을 풀고 있었는데 그는 방정식의 각항의 계수가 항상 양수가 되도

록 하여 음수의 도입을 피하였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상황을 피하였

다(Kline, 2002). 이는 문제 3번의 풀이방법과 유사한 것이다.

실제로 음수는 오랜 세월 동안 실생활의 필요성에 의해 상대적인 양으로

사용되어 왔다. 고대 중국의 상왕조(BC 16C~11C)에서는 수를 나타내는 기

호를 이용하여 날짜, 죄수의 수, 전쟁에서 죽은 적의 수를 기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최병철, 2006, p.14), 인도는 7세기 경 회계장부에서 양수를 자

산으로 음수를 부채로 사용하였다(Gullberg, 1997). 이렇게 음수는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양의 반대인 음으로, 즉 상대적인 양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

다. Diophantus는 방정식의 계산 과정에서 음수를 발견하였지만 음수를 방

정식의 유용한 해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엉터리’ 수로 취급하였다. 이로부터

음수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

다(최병철, 2006, p.11).

이와 같이 동서양에서는 모두 음수를 유용한 수로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장산

술》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정술을 실행시키기 위해 음

수를 구체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도입하여 음수의 존재를 인정하

였다. 이는 산대의 사용과 고대 중국 수학에서 계산의 발달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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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적 시사점

이와 같이 방정장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방법인 방정술을 소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방정술을 음수의 영역까지 확장한 정부술도 다루고 있다.

방정술은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가감법과 큰 차이는 없지

만 방정술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음수의 개념이 발생하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장산술》에서 방정술의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음수 개념의 발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구장

산술》에서는 방정술의 알고리즘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음수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음수의 연산과정과 함께 음수

를 형식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서양수학에서 방정식을 이항과 동류항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으로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방정술과 동일한 방법인 Gauss-Jordan18) 소거법은 방정술보다 거

의 2000년 후에 제시되었다(沈康身, 1997, p.549). 이는 학교수학에서도 알고

리즘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개념의 발생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8) Carl Friedrich Gauss(1777~1855), Wilhelm Jordan(1842~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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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에 관련 내용은 《구장산술》 중 소광장에서 다루어진다. 소광

장에서는 주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넓이와 부피를 알고

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절에서는 주로 정사

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즉 이차방정식    (  )의 양의

근을 구하는 방법인 개방술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개방술에 대한 유휘의

주해는 무리수의 발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방술과 유휘의 주해

를 알아보고 개방술의 교육적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개방술

개방술(開方術)은 정사각형을 분개, 분할한다는 의미로 기하학적인 접근으

로 이차방정식   을 푸는 방법이다. 이는   꼴인 이차방정식뿐만

아니라,    (  )도 해결할 수 있다.    꼴의 이차방정

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대종평방법(开带从平方法)이라 불리며 이는 본질적

으로 개방술과 같은 것이다.

3.1.1    꼴인 이차방정식의 풀이

《구장산술》에서 개방술은 정사각형 모양인 밭의 넓이를 알 때 이에 대

응되는 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였

다. 《구장산술》의 원본에서는 ‘개방술’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고, 유휘

는 이에 덧붙여 기하학적 해설을 추가하였다.

고대중국의 수학자들은 개방술을 특이한 나눗셈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나눗셈이 상(商), 실(實), 법(法) 3행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개

방술은 3행에 차산(借算)이라는 항목이 더해져 4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상은 몫, 실과 법은 피제수와 제수를 말한 것이고, 차산은 몫과 법의 자

리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차산은 항상 1개의 산대로 자리를 표시하는데 이

는 몫의 자리에 따라 움직인다. 몫의 백의 자리를 구할 때, 차산은 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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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고대 중국에서의 표기 해 설

1

몫

피제수 5 5 2 2 5

제수

차산 1 0 0 0 0

1. 피제수가 55225가 되고 몫을 먼저

예측하려고 한다. 몫이 세 자리 수

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먼저 몫의 백의 자리수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차산은 몫의 자리에

따라 100의 제곱이므로 10000의 자

<표 Ⅲ-2> 개방술의 계산절차(李继闵, 1990, p.95; 刘钝, 1993, p.192)

리에 있고, 몫의 십의 자리를 구할 때 차산은 백의 자리에 있고, 몫의 일의

자리를 구할 때 차산은 1의 자리에 있다(白尚恕, 1983, p.104). 즉, 이는 몫의

자릿값의 제곱에 해당되는 자리에 위치한다. 다음과 같은 예제와 함께 개방

술의 뜻을 알아보자.

[문제4-12] 지금 넓이가 55225보19)인 정사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

인가? (沈康身, 1997, p.244)

이 문제의 풀잇법은 <표 Ⅲ-2>에 제시되어 있고, 그림은 청나라 대진(戴震)

이 보완한 그림([그림 Ⅲ-6])을 사용한다.

[그림 Ⅲ-6] 개방술에 사용된 그림

(李继闵, 1990, p.94)

19) 步: 보는 길이의 단위도 되고, 넓이의 단위도 된다.



- 36 -

리로 옮겨 간다.

2. 기하학적인 해석: 넓이가 55225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다는 것을 설명

한다.

2

몫 2

피제수 5 5 2 2 5

제수

차산 1 0 0 0 0

1. 몫을 예측하는데 이는 피제수에 따

라 결정된다.     

이 됨으로 몫의 첫째 자리수가 2가

된다. 이를 백의 자리에 놓는다. (몫

의 백의 자리 예측하기)

2. [그림 Ⅲ-6]에서 보았을 때 이는

黄甲의 변의 길이가 200이 됨을 설

명한다.

3

몫 2

피제수 5 5 2 2 5

제수 2 0 0 0 0

차산 1 0 0 0 0

1. 여기서는 제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제수는 구한 몫과 차

산을 곱한 것이다.

(×  ). (제수 구하기)

2. 제수와 몫의 곱(×  )

은 바로 黄甲의 넓이인 을 구한

것이다.

4

몫 2

피제수 1 5 2 2 5

제수 2 0 0 0 0

차산 1 0 0 0 0

1.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실행한

다. 피제수 55225, 몫 2, 제수 20000

이 되기에 나머지는 15225가 된다.

( ×  )

(나머지 구하기)

2. 큰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인 黄

甲을 뺀 나머지 ‘ㄱ’자 모양의 넓이

를 구한 것이다.

5

몫 2

피제수 1 5 2 2 5

제수 4 0 0 0 0

1. 여기서는 몫의 십의 자리수를 구하

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몫과 차

산의 곱(20000)을 제수에 다시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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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 1 0 0 0 0

몫 2

피제수 1 5 2 2 5

제수 4 0 0 0

차산 1 0 0

다. 그리고 한 자리 아래로 옮긴다

(4000). 그리고 몫의 십의 자리수를

구하기에 차산은 100으로 둔다.

2. 40000을 4000으로 옮긴 것은 두 朱

幂을 합친 도형의 너비를 구하는 것

이다.

6

몫 2 3

피제수 1 5 2 2 5

제수 4 0 0 0

차산 1 0 0

1. 다시 피제수 15225로부터 몫의 십

의 자릿수를 예측한다.

×    ×이므로

몫의 십의 자릿수는 3이 된다.

(몫의 십의 자리 예측하기)

2. 이는 넓이가 15225인 남은 도형에

서 세로가 십의 단위로 되는 최대의

직사각형을 찾는 것이고 두 朱幂을

합친 도형의 가로가 400이고 세로는

30이 됨을 의미한다.

7

몫 2 3

피제수 2 3 2 5

제수 4 3 0 0

차산 1 0 0

1. 다시 제수를 구하게 되는데, 몫의

십의 자릿수 3과 차산 100을 곱한

것을 이전에서 구한 제수 4000에 더

하고 그것을 새로운 제수로 둔다.

(제수 구하기). 그리고 다시 나머지

를 구한다.  ×   .

(나머지 구하기)

2. 4300에 몫 3을 곱한 것은

×  ×과 같고, 이는 두

朱幂과 黄乙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

다. 나머지 2325는 남은 도형 青幂,

黄丙의 넓이의 합과 같다.

8

몫 2 3

피제수 2 3 2 5

제수 4 6 0 0

1. 다시 몫(3)과 차산을 곱한 것(300)

을 제수에 더한다. 그리고 4600을

460으로 한자리 아래로 옮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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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 1 0 0

몫 2 3 5

피제수 2 3 2 5

제수 4 6 0

차산 1

는 몫의 일의 자리를 예측하기 위하

여 준비한 것이다.

2. 이는 남은 도형의 넓이 2325에서

두 青幂의 가로(460)를 구한 것이다.

9

몫 2 3 5

피제수 2 3 2 5

제수 4 6 5

차산 1

1. 다시 몫의 1의 자리를 예측한다.

×    ×이므로 몫의

1의 자릿수는 5가 된다(몫의 일의

자리 예측하기). 다시 제수를 구하

는데, 이는 몫(5)와 차산(1)의 곱을

원래 제수에 더한 것이다(제수 구

하기). 그리고 다시 나머지를 구한

다.  ×  이므로 끝이

난다.(나머지 구하기)

2. 몫의 1의 자릿수를 구하는 것은 정

사각형에서 青幂의 세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를 구하기 위하여 남

은 도형의 넓이 2325에서 두 青幂의

가로(460)를 구하여 예측한다. 즉,

×    ×이므로 일의

자리는 5가 되고, 青幂의 세로도 5

가 된다. 460에 차산과 몫의 곱

×  를 더한 것, 465에 몫 5를

곱한 것은 두 青幂과 黄丙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  ×  

이기에 남은 도형은 더 이상 없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35가

된다.

이와 같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 Ⅲ-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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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것과 같이 ‘몫 예측하기’, ‘제수 구하기’, ‘나머지 구하기’의 세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 ‘몫을 예측하기’는 [그림 Ⅲ-6]에서 보았을 때, 큰 정사

각형 속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ㄱ’자 모양의 도형의 세로의 길

이를 구하는 절차이다. 이는 모두 백 단위, 십 단위, 일단위로 표시된다. ‘제

수 구하기’는 남은 도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되고, 이는 몫을 예

측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 구하기’는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다. 유

휘는 이와 같이 정사각형을 분개하는 방법으로 개방술의 원리를 설명하였

다. 개방술의 본질은 큰 정사각형을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과 여러 개의 ‘ㄱ’

자 모양의 도형으로 분할하는 과정인데, 그 정사각형과 ‘ㄱ’자 모양의 도형

의 세로의 길이가 마침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각 자릿수가 된다.

3.1.2     꼴인 이차방정식의 풀이

   ( , 은 자연수)꼴인 이차방정식의 풀이방법인 개대종평방법

(开带从平方法)은 본질적으로 개방술과 같은 것이다. 이는 개방술의 중간 절

차에서 시작한 것이고, 정사각형을 분할한 대신 직사각형을 분할한 방법이

다. 구고장의 20번 문제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문제는 학교수학

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Ⅲ-7] 이차방정식 단원에 제시된 연습문제 (우정호 외, 2010,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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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의 풀이 해 설

몫

피제수 7 1 0 0 0

제수 3 4

차산 1 0 0

1. 몫을 예측하는데,     이기에

몫의 100의 자리 수는 2가 된다.

2. 이는 [그림 Ⅲ-8]에서 한 변의 길이가 200인

정사각형을 찾은 것이다.

몫 2

피제수 2 4 2 0 0

1. 그러므로 나머지는  ×  

이 된다. 몫과 차산의 곱인 200을 (부)에 표시하

<표 Ⅲ-3>    의 풀이과정(李继闵, 1990, pp. 113-114)

여기서 ∆∼∆을 알 수 있고, 닮음비에 의하여

      가 성립한다. 즉, ×  ×이다. 성벽의 한 변

의 길이를 라고 할 때,   


        이기에,



×   ×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다. 이 방정

식은 [그림 Ⅲ-8]에서 볼 수 있듯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차가 34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 이 문제에 대

한 풀이과정은 <표 Ⅲ-3> 에 제시되어져 있다.

[그림 Ⅲ-8]    의 그림

(李继闵, 1990, p.113)

이는 개방술에서 정사각형을 분할한 것과 같이 직사각형을 똑같은 방법으

로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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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2 3 4

(부)2 0 0

차산 1 0 0

고 제수에 더한다.

2. 이는 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의 길이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몫 2 5

피제수 2 4 2 0 0

제수 4 3 4

차산 1 0 0

1. ×    ×이기에 몫의 십의

자리는 5가 된다.

2. 이는 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

몫 2 5 0

피제수 2 4 2 0 0

제수 4 8 4

(부) 5 0

차산 1

1. 제수를 구하는데  ×  이기에, 나

머지를 구하는데  ×  이 된다. 답

은 250이다.

이와 같이 개방술은 이차방정식   와    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유휘의 기하학적인 해설은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2 무리수의 발견

이상 우리는 완전제곱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인 개방술을 살펴보았다.

이에 이어 유휘는 완전제곱수가 아닌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무리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顾今用, 1975; 王

荣彬, 1996; 蒙虎, 2007; 吴文俊, 2003; 李继闵, 1989). 여기서는 유휘가 제시

한 방법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개방술에서는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서술되어져있다.

“만약 개방하는 과정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남으면, 마땅히 ‘면(面)’으

로 정의하여야 한다”20)(沈康身, 1997, p.244)

이는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 그 제곱근이 정수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20) 开方不尽者, 当以面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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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면’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에 대하여 유휘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사각형의 넓이의 한 변을 구할 때, 한 변의 길이를 다시 제곱하여도 그

원래의 넓이가 되어야 한다. 가령 차산을 더하지 않고 답을 분수로 표현하면

조금 모자랄 것이고, 차산을 더하여 분수로 표현한다면 조금 많아진다. 그러

므로 이 수를 정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를 ‘면’으로 정의하여야,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3으로 10을 나눌 때, 그 나머지를 3분의 1로 표현하여

야 (오차없이) 복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21)(沈康身, 1997, p.245)

그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한 변의 길이를 다시 제곱하여도

그 원래의 넓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차산’을 더하거나 더

하지 않는 방법22)으로는 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 그것을 ‘면’

으로 정의하여야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면’은 본질적으로

제곱근의 의미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장산술》에서는 ‘~의

면’이라고 하여 ‘면’을 현재 근호()처럼 사용하고 있다(王荣彬, 1996,

p.44).

이로써 《구장산술》에서는 넓이가 완전 제곱수가 아닌 정사각형의 한 변

의 길이를 구할 때, 그 한 변의 길이를 현재 제곱근의 의미와 같은 ‘면’으로

그 값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휘는 더 나아가 완전제곱수가 아닌

수의 제곱근의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면으로 정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미수를 구하여야 한다. 미수는 (단위

21) 术或有以借算加定法而命分者, 虽粗相近, 不可用也. 凡开积为方, 方之自乘当还复其积

分. 令不加借算而命分, 则常微少; 其加借算而命分, 则又微多. 其数不可得而定. 故惟以面命

之, 为不失耳. 譬犹以三除十, 而复其数可举也.

22) 만약,   이라고 하면, “차산을 더하여 분수로 표현”하는 것은

≒


가 되는 것이고, “차산을 더하지 않고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


이다.   은 그림에서 으로 표시된 영역을

제외한 ‘ㄱ’자 모양의 넓이가 되고,    


,     이므로,




 


가 된다. (李继闵, 1990,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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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분자가 되고, 10을 분모로 하고, 또 다시 아래로 계산하면

100을 분모로 한다. 계속 아래의 자리로 계산을 반복하면, 점차 세밀하게 되

고, 그 남은 값(빨간색 네모의 넓이)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유휘, 개방술

주해). 23) (沈康身, 1997, p.245)

이는 그 변의 길이를 제곱근(면)으로 표현하지 않고 근삿값을 구하고자할

때 ‘미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미수’를 구하는 과정은 개방술을

적용하여 정수를 얻은 후 남은 도형에 대하여 다시 개방술을 실행하여 그

아랫자리를 계속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는 분자가 되고, 10을 분모

로 하고, 다시 아래로 계산하면 분모를 100으로 하여 제곱근의 근삿값을 구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문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자연수 의 제곱

근의 근삿값을 개방술을 적용하여 구할 때, 정수 부분이 이고, 그 다음 ‘미

수’를    ⋯라고 하였을 때, 이는 10의 거듭제곱을 분모로 하고 있어,

제곱근의 근삿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方克, 1987, p.10).

  











⋯

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십진 분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본질적

으로 오늘날의 소수표현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방법이

‘계속 반복되면 점차 세밀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남은 도형의 넓이를 무시하

여 근삿값을 구하는 것에만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李继闵

(2007, p.38)에 따라 ‘구미수법(求微数法)’이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에서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완전제곱수가 아닌 경

우에 그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 현재의 제곱근의 의미와 동일한 ‘면’

을 도입하였고, 유휘는 그 제곱근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는 ‘구미수법’을 제

시하였다. ‘구미수법’은 개방술을 십진분수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구하는 방

법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제곱근의 소수표현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

하기 위하여 개방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를 표현하

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인 ‘면’을 도입하였음은 완전제곱수가 아닌 수의 제곱

근을 인식한 것으로 무리수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휘는 그 제

23) 不以面命之，加定法如前，求其微数。微数无名者以为分子，其一退以十为母，其再退以

百为母。退之弥下，其分弥细，则朱幂虽有所弃之数，不足言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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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완전제곱식의 전개

곱근의 근삿값을 십진분수인 소수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

았을 때, 《구장산술》에서는 무리수의 형식적인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지

만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교육적 시사점

이상 우리는 《구장산술》의 소광장의 주요 내용인 개방술에 대해 살펴보

았다. 개방술은 이차방정식에 대한 기하학적인 풀이방법이고, 개방술을 십진

분수 영역까지 확장시킨 ‘구미수법’은 무리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수학과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방술은 이차방정식에 대한 기하학적인 풀이방법을 제공한다. 학교

수학에서는 이차방정식을 인수분해, 제곱근, 완전제곱식 그리고 근의 공식으

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모두 대수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적인 절차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다.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개방술은 대수문제에 대한 기하

학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수와 기하의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개방술의 주해에서 제시된 그림은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셋째, 《구장산술》은 학교수학에 무리수 발견에 관한 역사 발생적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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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제공해준다. 이는 서양수학에서 기하학적으로 통약불가능한 양을 발

견한 것과 대비되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계산과정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때 알고리즘은 단지 계산방법일 뿐만 아니라 개념의 발생에 도구적인 역

할을 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넷째, 개방술과 유휘의 ‘구미수법’은 무리수의 소수표현과 기하학적 표현

사이의 연결성을 제시해준다. 개방술과 유휘의 ‘구미수법’의 본질은 정사각

형의 한 변의 길이를 ..., 100, 10, 1, 

, 


, ... 의 단위로 측정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수학에서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정의하였고, 《구장산술》의 개방술은 이러한 무리수의 개념을 직관적인 기

하학적인 표현과 통합하여 무리수 개념의 형식적인 지식과 알고리즘적인 절

차와 직관적인 지식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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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와 비례

비와 비례 관련 내용은 주로 속미, 쇠분, 균수장에서 다루어진다. 이 절에

서는 《구장산술》에서 설명하는 비와 비례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비와 비례

유휘는 방전장의 ‘경분술’인 분수의 나눗셈의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비를

정의하였다.

상관관계를 가진 수들을 ‘율(率)’이라고 한다. 24)(沈康身, 1997, p.73)

유휘는 상관관계를 가진 수들을 ‘율’이라고 하였고, 다음과 같이 ‘율’의 성

질을 설명하고 있다.

‘율’을 구성하는 수들은 서로 통한다.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시키고, 겹

치는 부분이 있으면 약하여야 한다. 법과 실25)을 동일한 수로 나누면, 서로

소인 율(相与率)이 된다.” 26)(沈康身, 1997, p.73)

우리가 얻은 ‘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가늘면 동시에 가늘어지고 굵으

면 동시에 굵어진다. 이는 두 수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27) (郭书春, 1995,

p.146)

‘율’은 ‘가늘면 동시에 가늘어지고 굵으면 동시에 굵어진다’라고 하여 ‘율’

을 구성하는 수는 어떤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는 성질을 설

명하였다. 이는 오늘날 비의 성질과 같은 것으로 ‘율’은 비의 의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에서는 비를 정의하였으며 비의 성질

또한 제시하였고, 이는 《구장산술》의 각 장에 제시되는 비례적 관계를 설

24) 凡数相与者谓之率.

25) 여기서 법과 실은 원래 제수와 피제수의 뜻인데, 여기서는 비의 전항, 후항을 말한

것이다.

26) 凡数相与者谓之率, 率者自相与通. 有分则可散, 分重叠则可约也. 等除法实, 相与率也.

27) 凡所得率知, 细则俱细, 粗则俱粗. 两数相抱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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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기본바탕이 되었다.

《구장산술》에서 비를 ‘율’로 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였지만 비례식에 대

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구장산술》은 속미, 쇠분, 균수장에 걸쳐 여러

가지 비례에 관한 계산법28)을 소개하고 있지만, 李继闵(2007)과 刘钝(1993)

에 따르면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금유술(今有术)’과 ‘제동술(齐同术)’이다.

여기서는 우선 속미장에 제시되고 있는 ‘금유술’을 알아보자. 금유술은 다음

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1말의 속미(조)가 있다. 이것을 찧어서 여미로 만들려고 한다. 여미는

얼마나 나올까?(속미:여미=50:30)(김혜경, 윤주영, 1998, p.5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유술이 등장한다.

주어진 수(소유수)를 구하는 비율(소구율)과 곱하여 피제수로 삼고, 주어진

비율(소유율)을 제수로 삼아서, 피제수를 제수로 나눈다(沈康身, 1997, p.172).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설명한 것이다.

소구수 소유율
소구율×소유수

여기서 소유율과 소구율은 주어진 양의 비율과 구하고자 하는 양의 비율

을 뜻하고, 소유수와 소구수는 주어진 수와 구하고자하는 수를 의미한다. 그

러므로 문제 상황에서 소유율과 소구율은 각각 50과 30이고, 소유수는 1말

이기에 이들를 금유술의 공식에 대입하면 소구수를 얻을 수 있다. 《구장산

술》에서는 오늘날의 비례식의 형식으로 금유술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소유

율, 소구율, 소유수와 소구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소유율 : 소구율 = 소유수 : 소구수

또는 소유율 : 소유수 = 소구율 : 소구수

이를 변형하면 위에서 제시한 금유술을 얻게 된다. 이로부터 《구장산술》

에서 제시한 금유술은 실제로 오늘날의 비례식과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비례는 ‘물물교환’에서부터

28) 속미장에서는 금유술과 복금유술, 쇠분장에서는 쇠분술과 반쇠분술, 균수장에서는 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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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白尚恕, 1982a, p.246).

유휘는 이에 이어 금유술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정당화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금유술을 정당화하였는데, 여기서는 李继闵(2007, p.84)의 해

석을 참고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속미와 여미의 교환의 문제에서부터 설명

된다. 먼저 속미의 수로 속미의 비율을 나누면 여러 개의 교환 단위를 얻게

된다. 즉,

(속미의 수) ÷ (속미의 비율) = 교환 단위

교환단위에 여미의 비율을 곱하면 여미의 수를 얻게 된다. 즉,

(여미의 수) = 교환단위 × (여미의 비율)

=(속미의 수) ÷ (속미의 비율)× (여미의 비율)

유휘는 여기서 먼저 나눗셈을 하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먼저 곱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여미의수  속미의비율 

여미의비율 × 속미의수 

이를 추상화하면 금유술과 같은 것이다.

그는 금유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정당화하였다. 속미와 여미의 비

가 정수로 표현될 때는   이지만,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이다. 그러

므로

여미의수  

×속미의수 

×속미의수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5와 3은 각각 소유율과 소구율이기에 이를 추상화

시키면 곧 금유술이 된다. 유휘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금유술

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금유술은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비례식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이의 중요성을 《구장산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금유술)은 보편적인 방법이다. 구장이라는 제목아래에서는, 모두 ‘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 사물이 율을 구성하고, 높고 낮음을 개선하고, 이는 모두

이 방법에 의한다29)(沈康身, 1997, p.172).

29) 此都术也. 凡九数以为篇名, 可以广施诸率...因物成率, 审辨名分, 平其偏颇, 齐其参差,

则终无不归于此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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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동술의 의미를 알아보자.

‘율’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 이는 모두 ‘제동’으로 통하게 한다.30)(沈康

身, 1997, p.71)

제동술은 서로 다른 비들이 통일된 수가 없어서 하나의 비로 바꿀 수 없

을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는 오늘날의 연비례와 같은 것이다.

제동술은 본래 서로 다른 분모를 갖는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를 통분하는 과

정에서 나온 것이다.

서로의 분모로 서로의 분자를 곱하는 것을 ‘제(齐)’라고 하고 모든 분모들을

곱하는 것을 ‘동(同)’이라고 한다. 동은 모든 분수의 분모가 같아지는 것이고

제는 분자를 분모에 곱한 수로 동시에 곱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비의 값

을 보존해야 한다.31)(沈康身, 1997, p.71)

통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수의 공통분모를 구하는 것을 ‘동(同)’이라고

하고 분수의 값이 변하지 않도록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을 ‘제(齐)’

라고 한다. 《구장산술》에서는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비로 보고 있다(李继

闵, 1990). 이는 합분술의 마지막 문장인 ‘이는 원래의 비의 값을 보존해야

한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휘는 제동술을 비의 항이 두 개인 경우에 대

하여 설명하였고, ‘율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제동으로 통하게

한다’라고 하여 제동술을 여러 항을 가진 일반적인 비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금유술과 제동술은 《구장산술》의 대수와 기하영역에 모두 활용

되고 있다. 제동술은 분수의 통분, 영부족술과 방정술 등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초바탕이 되었고, 금유술은 쇠분, 균수장에서 언급한 비례배분에 관한 계

산법칙을 통일하였다(郭书春, 1995, p.159). 대수영역의 영부족술에서는 구하

려는 양을 적당한 임시값으로 가정한 다음 비례적 방법을 이용하여 임시값

을 참값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연립방정식의 해법인 방정술은 각 열을 비로

보아 전체적인 대수적 변환을 하여 방정술이 성립됨을 설명하였다. 기하영

30) 凡率错互不通者, 皆积齐同用之.

31) 凡母互乘子谓之齐, 群母相乘谓之同. 同者, 相与通同共一母也; 齐者, 子与母齐, 势不可

失本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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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도 비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선 원의 넓이 공식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유휘는 원주와 지름의 비인 원주율의 근삿값을 구하였

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의 순서쌍인 피

타고라스 수에 대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비를 제시하였다. 닮음을 이용한 측

량 부분에서는 두 직각삼각형이 닮은 경우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

다는 비례적인 관계로부터 모든 측량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입체도형의

부피의 영역에서는 모든 다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사각뿔(양마):삼각

뿔(별노)=2:1’임을 증명하였고, 회전체의 부피에서는 그에 외접한 다면체와의

단면의 비   를 이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그에 외접한 다면체의 부피를

구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다.

4.2 교육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구장산술》에 제시한 비와 비례부분을 살펴보았고, 비와

비례 개념이 《구장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

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수학에서의 비와 비례부분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

해봄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수학에서는 비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보충적으로 설명

할 필요가 있다. 학교수학에서 비례식을 비의 값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구장산술》에서는 기호 :를 써서 표현

한 것이 아니라 금유술의 공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각 항의 표현방법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수학에서는 비를

전항과 후항으로, 비례식을 내항과 외항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구장산

술》에서는 ‘소유수, 소유율, 소구수, 소구율’이라 하여 알고 있는 것과 구하

고자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전항, 후항, 내

항과 외항이라 할 때 위치의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비례식에서 각

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수학에서는 비례식의 성

질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이 성립됨을 예32)로부터 설명하고

있지만 《구장산술》에서 유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저 수

32)       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   ×  이 같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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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공식이 내재한 의미를 보여줌으

로써 금유술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오남, 박정숙, 박지현

(2007, p.324)에서는 학생들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은 기억하

고 활용할 수 있지만 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였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비례식의 성질

이 성립하게 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

제점으로부터 학교수학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설명할 때 그의 알고리즘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장산술》에서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여 구

체적인 상황과 함께 비례식의 성질이 내포한 의미를 보여주는 점에서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수학에서는 비례적 사고를 더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는 《구장산술》에서 비와 비례의 개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비

와 비례는 속미, 쇠분과 균수 3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의 전체

에 걸쳐 있고 《구장산술》에서 총 246개 문제 중 약 200개 문제가 비와 비

례에 관련된 것으로 추적된다. 《구장산술》에서는 비의 감각과 비례적 사

고를 가장 중요한 사고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수학

에서는 비와 비례의 개념이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중학교에서의

비와 비례 개념을 어느 한 영역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 기울기,

방정식, 함수, 측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례적 사고가

《구장산술》에서는 핵심적인 도구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학교수학에서는

그의 중요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은실(2003), 유현주(1995)와 권

오남 외(2007)에서 지적한 바 학교수학에서 비와 비례식에 관한 내용은 단

순히 절차만을 강조한 알고리즘에 의해 단지 계산되는 방법만이 지도되고

있고, 비례 추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비례 관계가

조직 수단으로 작용하는 맥락에서 그 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분수의 동치관계로 다루고 있다(유현주, 199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수학에서는 실제 비례관계가 조직 수단으로

등장하는 맥락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비 감각과 비례적 사

고의 안목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구장산

술》에서 비례적 사고가 요구되는 두 문제를 제시하고 학교수학에서 연습문

제로 소개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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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9] 빈 수레는 하루에 70리를 가고, 짐 실은 수레는 하루에 50리를

간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5일에 3번 왕복할 수 있다. A와 B 사이의 거

리는 얼마인가?

풀이: 빈 수레가 1리를 가려면 

일이 걸리고, 짐 실은 수레는 1리를 가려

면 


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1리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이 된다. 그러므로 통분을 하면, 

일이 된다. 즉, 이는 175리를 왕복하

는데 6일이 걸린다는 것이고; 여기서 금유술로 계산하면, 5일 왕복하는 거리

는

×
; 그러므로 이는 3번 왕복하는 거리이기에 A, B 사이의 거리는


×

÷  

이 된다.

[문제6-16]손님이 탄 말은 하루에 300리를 간다. 그런데 지금 손님이 여

관에 왔을 때 갖고 왔던 옷을 깜빡 잊고 놓고 갔다. 하루의 


이 지난

후에야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옷을 갖고 쫓아가 넘겨주고 되돌아

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하루의 

이 지난 뒤였다. 그렇다면 주인의 말

이 멈추지 않고 달린다면 하루에 몇 리를 갈 수 있을까?

풀이: 주인이 손님을 쫓고 돌아온 시간은 

 


 


일이다. 그러므로 손님

을 쫓아간 시간은 


÷  


일이다. 이때 손님이 간 시간은






 


가 된다. 여기서 손님과 주인이 같은 거리를 갈 때의 시간의

비는   이다. 그러나 시간비와 속도의 비가 반비례가 되므로 손님의 말의

속도 소유율은 5, 주인말의 속도 13은 소구율, 손님이 간 거리 300은 소유수

이기에 소구수는
×

 이 된다. (刘钝, 1993, 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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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하영역의 교육적 분석

본 절에서는 《구장산술》의 9장 중에서 기하영역에 해당하는 방전장, 상

공장과 구고장인 3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학교수학과 대응

시켜 방전장은 평면도형의 넓이, 상공장은 입체도형의 부피 그리고 구고장

은 직각삼각형으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수학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

1. 평면도형의 넓이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주로 방전장에서 다루어진다. 방전장에

서 다루는 평면도형은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원, 활꼴, 원환 등이 있

다. 《구장산술》에서는 이를 밭에 대응시켜 방전, 규전, 사전, 원전, 호전과

환전33)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구장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면도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수학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의 넓이

《구장산술》에서는 평면도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을 전개할 때, 먼저, 실생

활에서 밭의 넓이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풀잇법에서 해당된 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난 후, 주해에서 그 공식을 정당화 하고 있다. 여기

서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

아본다.

《구장산술》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총 9문제이다. 1~4번

문제는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 19~21번 문제는 변의 길이

가 가분수인 경우, 22~24번 문제는 변의 길이가 대분수인 경우이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개 있는데, 이는 각각 방전술(方田

术), 리전술(里田术)과 대광전술(大广田术)이라고 한다. 방전술과 리전술은

33) 方田, 圭田, 邪田, 圆田, 弧田, 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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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넓이의 단위의 차이에서 다르게 제시한 것이고, 대광전술은 변의 길

이가 대분수인 경우에 대분수의 곱셈과 함께 설명된 방법이다. 방전술 및

이에 대한 유휘의 주해는 다음과 같다.

방전술: 직사각형의 가로(廣)와 세로(從)의 보수를 곱한 것이 넓이의 보수이다.

주해: 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다. 가로와 세로의 곱을 ‘멱(冪)’이라

한다.34)(沈康身, 1997, p.69)

방전술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의 보수와 세로의 보수의 곱으로

설명하고 있고, 유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의 곱’인 ‘멱(冪)’으로

정의하였다. 그 다음 방전장에서는 리35)를 단위로 하는 문제가 다루어지고,

분수의 사칙연산의 도입과 함께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켰다.

다음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에 대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구

장산술》에서 규전(圭田)은 이등변삼각형모양의 밭이고, 사전(邪田)과 기전

(箕田)은 한 변이 밑변에 수직인 사다리꼴과 등변사다리꼴 모양의 밭이다.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규전술과 사전술은 다음과 같다.

규전술: 밑변의 반과 높이를 곱한다.

주해: 밑변의 반을 직사각형의 가로로 하여 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또

한, 높이의 반과 밑변을 곱해도 된다. 밑변의 반으로 높이를 곱한 것은 중간의

평균으로 높이를 곱한 것이다36)

사전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여 반으로 나눈 것에 높이를 곱한다. 또는 높이

의 반으로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곱한다.

주해: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여 반으로 나눈 것은 (직사각형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자르고 붙이는 것이다.37)(沈康身, 1997, p.89)

규전술과 사전술은 일반적인 삼각형과 사다리꼴에 대한 정확한 넓이 공식

을 제시하였다. 유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당화

34) 凡广从相乘谓之幂

35) ‘보’는 길이의 단위로 1보는 사람 두 걸음에 해당하는 보폭의 길이로 6척(尺)이고, 1

리는 3백보이다(김혜경, 윤주영, 1998).

36) 半广者, 以盈补虚为直田也. 亦可半正从以乘广.

37) 并而半之者, 以盈补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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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사다리꼴의 등적변형(白尚恕, 1982b, p.140)

하였다. ‘밑변의 반과 높이를 곱한 것’과 ‘높이의 반과 밑변을 곱한 것’으로

[그림 Ⅳ-1]에 해당된다.

[그림 Ⅳ-1] 삼각형의 등적변형(白尚恕, 1982b)

앞의 삼각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도 [그림 Ⅳ-2]처럼 직사각형

으로 등적변형38)하여 넓이공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규전, 사전, 기전은 모두 특수한 삼각형과 사다리꼴을 말한 것이나

유휘는 그의 주해에서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모두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하여 공식에 제시

된 구성요소인 밑변과 높이가 직사각형에 남아있도록 정당화하였다.

1.2 원, 환과 활꼴의 넓이

원의 넓이공식에 대한 설명은 원전술(圓田術)과 유휘의 주해에서 전개된

다.

38) 등적변형(equivalent transformation)이란, 도형의 넓이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 모양만

바꾸는 것을 뜻한다(정동권, 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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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술: 원주의 반과 지름의 반을 곱한다. 또는 원주와 지름의 곱에 4분의 1

을 곱하거나; 지름을 제곱하여 3을 곱하고 4로 나누거나; 원주를 제곱하고

12분의 1을 곱한다.

주해: 원의 넓이는 원주의 반을 가로로 하고, 지름의 반을 세로로 한 직사각

형의 넓이와 같다(외 1803자).39)(沈康身, 1997, p.75)

원전술에 제시된 원의 넓이 공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는 각각 원의 넓이 원주, 지름을 의미한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넓이 공식은 정확한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은 원주율의 근삿값 ≓ 인 경우를 대입한 것이다. 유휘의 주해에 서

술되어진 원의 넓이 공식에 대한 정당화과정을 살펴보자.

원의 넓이공식인 ‘원주의 반과 지름의 반의 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는

원을 분할하는 방법인 ‘할원술(割圓術)’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3]처럼 그는

먼저 정육각형을 원에 내접시켰고, 점차 정12각형, 정24각형으로 변의 수를

두 배씩 늘려 원에 무한히 근접시키는 방법으로 원의 넓이 공식을 직관적으

로 증명하였다. [그림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원에 내접한 정다각형을 분할

한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고,

  


×,  


×40)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극한의 개념을 이

용하여 원 내부에 있는 정다각형의 변의 수를 두 배씩 무한히 늘리면 그 정

다각형은 원과 일치하게 됨으로 원의 넓이는     


 · 


·

인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9) 按半周为从，半径为广，故广从相乘为积步也。

40) 여기서 는 원에 내접한 정각형의 넓이, 은 정각형의 둘레, 은 반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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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원의 넓이 공식을 증명하기 위한 유휘의 그림

(李继闵, 2007, pp. 194-195)

다음 활꼴의 넓이로 넘어가자. 《구장산술》에서 활꼴의 넓이 공식은 호

전술(弧田術)에 제시되어있다.

호전술: 현을 시에 곱하고, 시를 제곱한 다음, 그 둘을 합해서 2로 나눈다.

주해: 호전술은 활꼴의 근삿값을 구한 것이다. 다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沈康身, 1997, p.79)

호전술에서 언급한 현과 시는 각각 [그림 Ⅳ-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현

弦은 오늘날의 현의 개념과 같은 활꼴의 직선 부분을 말한 것이고, 시矢는

현의 수직이등분선으로, 호와 현 사이의 부분을 말한 것이다. 활꼴의 현을 

로 하고, 시를 라고 하면, ‘호전술’에서 제시한 활꼴의 넓이는 그림에서 사

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인   


 을 설명한 것이다(吴文俊,

1998, p.175). 유휘는 ‘호전술’이 정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다른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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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활꼴

(吴文俊, 1998, p.175)

시하였다. 그는 [그림 Ⅳ-5]처럼 활꼴 안에서 현을 밑

변으로 한 이등변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남은 작은 활

꼴에서 작은 이등변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계속 반

복적으로 실행하고, 각 활꼴에 대응된 현을  ⋯

이라 하고, 시를  ⋯로 하면, 각 이등변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곧 활꼴의 넓이가 된다. 이 공식을 현대

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유휘는 직관적인 사고와 극한

의 개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그림 Ⅳ-5] 활꼴의 넓이

(白尚恕, 1982b, p.143)

마지막으로 환의 넓이공식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환전(环田)이란 도넛

모양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림 Ⅳ-6]과 같이 중심이 같고 크기가 다

른 두 원 사이가 밭인 형태를 가리킨다. 환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환전

술 및 유휘의 주해는 다음과 같다.

환전술: 안쪽 및 바깥쪽 원의 둘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그것을 두 원

사이의 거리에 곱한다.

주해: 안쪽 원의 둘레를 윗변으로, 바깥쪽 원의 둘레를 아랫변으로 한 사다

리꼴의 넓이와 같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출입상보하여 직사각형의 넓

이와 같다. 또한, 바깥쪽 원에서 안쪽 원을 빼면 원환의 넓이가 된다.

(沈康身, 1997, p.79)

여기서  는 각각 안쪽 원과 바깥 쪽 원의 둘레라고 하고 를 두 원

사이의 거리라고 할 때, 환전술에 제시한 공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원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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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는  

   
이다. 이 공식을 증명하는데 유휘는 [그림 Ⅳ-6]과 같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대응시켜서 구하였다.

[그림 Ⅳ-6] 원환의 넓이(吴文俊, 1998, p.182)

유휘의 주해의 마지막 문장 ‘바깥쪽 원에서 안쪽 원을 빼면 원환의 넓이

가 된다’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원환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는 원

환의 넓이가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뺀다는 것을 알고 있으

나 등적변환의 아이디어가 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사다리꼴로 변형하

였다.

1.3 교육적 시사점

《구장산술》의 방전장에서는 평면도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다. 직사각형의 넓이공식은 아무런 정당화 과정 없이 공리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삼각형, 사다리꼴과 원환은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를, 원

과 활꼴의 경우는 분할과 극한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넓이 공식을 정당화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수학에서의 넓이부분과 비교함으로

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학교수학에서는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 공식

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수학에서는 직사각형,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룰 때 모두 모눈종이에 그려진 도형 속에 있

는 단위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활동부터 시작한다. 이는 정동권(2001, p.6)

에 따라 평면도형의 넓이를 ‘단위로 삼은 정사각형을 그 도형의 내부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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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이나 중복됨이 없이 깔았을 때의 측도’의 의미에서 전개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이는 넓이의 개념을 도형의 측정과 결부시켜 단위 정사각형에 대한 측

도로서 도입한 것이다(허학도, 2006, p.48). 다음 일반적인 삼각형과 사다리

꼴의 넓이는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을 거꾸로 이어 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든 후, 그들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반임을 보여준다. 이

로부터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공식을 유도한다.

《구장산술》 교과서

<표 Ⅳ-1>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 비교(교육과학기술부, 2009a, pp.100-102)

학교수학에서는 넓이의 개념에 대하여 측정의 의미에서 이해시킨 후 다시

알고 있는 평면도형의 넓이공식과 연결 지어서 넓이공식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구장산술》에서는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구장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구성요

소인 밑변과 높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Ⅳ-1>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에서 밑변과 높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학교수학에서 정당

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중등과정에서 이전에 배운 소재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증명방법을 익힘으로써 정당화하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 배운 것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둘째, 《구장산술》에서는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학교수학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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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해준다. 활꼴에 대하여 학교수학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

을 소개하면서 같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넓이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우정호

외, 2008).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활꼴을 사다리꼴로 변형시켜 넓이를 구

하는 방법은 어림측정의 예로써 학생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

고 원환의 넓이는 학교수학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연습문제에서 나온

다([그림 Ⅳ-7]).

[그림 Ⅳ-7] 부채꼴 넓이의 연습문제(정순영 외, 2008, p.220; 정상권 외, 2010, p.250)

학교수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방법으

로 해결한다. 《구장산술》의 방법은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를 구하고 그것을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으로 하고 두 부채꼴의 반지름

의 차를 사다리꼴의 높이로 하여 사다리꼴로 변형시켜서 구하고 있다. 이는

호의 길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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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참의 부피

(沈康身, 2004, p. 38)

2. 입체도형의 부피

입체도형의 부피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구장산술》의 상공장(商功)에서

다루어진다. 상공장에는 사각기둥, 원기둥, 사각뿔, 원뿔, 사각뿔대, 원뿔대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도형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는 입체도

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이 절에서는 《구장산술》 상공장에

서 제시되는 이와 같은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교수학에 어떤 시사

점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2.1 다면체

2.1.1 육면체

《구장산술》상공장에서는 직육면체의 부피공식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그것

을 ‘밑면의 넓이와 높이의 곱’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吴文俊, 1998,

p.186). 유휘는 평면도형의 넓이 공식을 정당화하였을 때,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공식을 ‘멱’으로 정의하고 다른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시켜 공식

들을 증명하였다. 입체도형들의 부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직육면체의

부피공식을 자명하게 받아드린 후 등적변형을 이

용하여 구하고 있다.

성(城), 단(垣), 제(堤), 구(沟), 참(堑), 거(渠)는

[그림 Ⅳ-8]과 같은 옆면이 등변 사다리꼴인 기

둥모양인 입체도형이다(吴文俊, 1998, p. 188). 이

러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등적변형을

이용하여 같은 부피를 갖는 직육면체를 찾고 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 즉, 밑면의 가로와 세

로를  로, 윗면의 세로를 이라고 하고 높이를

라고 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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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각뿔

각뿔의 부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유한개의 조각으로의 분할과 재조립을 통

해 직육면체로 변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Max Dehn

의 증명을 통해 밝혀져 있다(Boltianskii, 1978). 따라서 분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각뿔의 부피공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극한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구장산술》 상공장에서 제시된 각뿔의 부피공식은 오늘날의 것과 같은 것

이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휘는 극한의 개념과 직관적인 분할을 이용

하였다. 이는 유휘가 제시한 양마술(阳马術)의 주해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각뿔의 부피공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본 도형을 소개한다. 이는 참

도(堑堵), 양마(阳马), 별노(鳖臑)라고 불리며, 현재 사용되는 수학적 용어로

참도는 삼각기둥([그림 Ⅳ-9]), 양마는 밑면이 직사각형이고 한 변이 밑면과

수직인 사각뿔이고([그림 Ⅳ-10]), 별노는 밑면이 직각삼각형이고 한 면이

밑면에 수직인 삼각뿔이다([그림 Ⅳ-11])(白尚恕, 1982b, p.146). 참도는 [그

림 Ⅳ-10]과 같이 양마와 별노로 분할 될 수 있다.

[그림 Ⅳ-9] 참도 [그림 Ⅳ-10] 양마 [그림 Ⅳ-11] 별노

유휘가 각뿔의 부피공식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절차는 ‘양마

별노=   ’임을 증명한 것이다. 참도의 부피 즉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면과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의 반임을 알 수 있고, 양마와 별노의 비가

  임을 통하여 양마는 참도의 

이기에 대응된 사각기둥의 부피의 



(

× 


)임을 알 수 있고, 별노는 대응된 참도인 삼각기둥의 부피의 


임을

알 수 있다. 즉, 사각기둥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이라고 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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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삼각기둥(참도)의 부피   

이고,

사각뿔(양마)의 부피   

이고,

삼각뿔(별노)의 부피   


  


이다.

여기서는 각뿔의 공식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절차인 ‘양마:별노=   ’를 설

명해보도록 한다(沈康身, 1997, p.369-374). 참도은 [그림 Ⅳ-12]와 같이 양마

와 별노로 쪼갤 수 있다. 양마는 [그림 Ⅳ-14]과 같이 직육면체 1개, 작은

참도 2개, 작은 양마 2개로 쪼갤 수 있고, 별노는 [그림 Ⅳ-13]와 같이 2개

의 작은 별노와 2개의 작은 참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Ⅳ-12] 참도의 분할(沈康身, 1997, p.374)

[그림 Ⅳ-13] 별노의 분할(沈康身, 1997,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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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양마의 분할(沈康身, 1997, p.373)

여기서 별노에 있는 두 ‘참도’ 조각의 부피의 합은 양마의 두 ‘참도’ 조각

과 하나의 직육면체 조각의 부피 합의 반이 된다. 즉, 양마에 있는 직육면체

는 두 ‘참도’ 조각의 부피의 합과 같으므로

(직육면체+2참도) : 2참도 =   

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양마에서 남은 작은 ‘양마’조각 2개와 별노에서 남은

‘별노’ 조각 2개의 비가   임을 보여주면 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직관적

인 통찰이 필요하다. 작은 ‘별노’와 작은 ‘양마’는 다시 [그림 Ⅳ-13, 14]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도형들은

다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육면체’+2참도’) : 2참도’ =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양마와 별노가 남을 것이고 이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극한의 개념과

연결하여 ‘양마:별노=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재 중국 수학사

학자들로부터 ‘유휘의 원리(刘徽原理)’로 불리고 있다.

《구장산술》에서 ‘양마:별노=2:1’임을 증명한 것은 각뿔의 부피 공식을 증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여러 입체도형의 부피공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휘는 이들을 모두 참도,

양마, 별노로 분할하여 공식을 유도하였다(李继闵, 1990; 吴文俊, 1975). 자세

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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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전체

유휘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단면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원기둥의 부피는 사각기둥의 부피로부터 구

하고, 원뿔의 부피는 사각뿔의 부피로부터 구하고, 원뿔대의 부피는 사각뿔

대의 부피를 이용하였다(刘钝, 1993, p.362). 이러한 방법은 후세에 주공이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즉,

만약에 두 입체도형에 있어서 그들을 같은 높이에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

이가 같으면 그들의 부피는 반드시 같다41).(刘钝, 1993, p.362)

이는 Cavalieri(1589-1647)가 1635년에 제시한 명제와 같은 것이다42). 유휘

는 구체적으로 회전체의 부피에 대하여 그 외접한 다면체의 부피와 비교하

면서 구하였다. 원기둥, 원뿔대, 원뿔의 부피는 모두 그에 외접된 사각기둥,

사각뿔대, 사각뿔에 의해 구해진다([그림 Ⅳ-15]). 원형 입체에 외접한 다면

체를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보았을 때 그 단면에는 원과

그에 외접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 또는 둘레

의 비가   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회전체와 그에 외접

한 다면체의 부피 또는 겉넓이의 비도   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구장산

술》에서는 원주율()을 근삿값인 

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15] 회전체와 외접다면체

41) 缘幂势既同，则积不容异

42) 이는 1635년 발간된 Cavalieri의 책《Geometria indivisibilibus continuorum nova

quadam ratione promota》에 서술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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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적인 시사점

《구장산술》의 상공장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 공식과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를, 각뿔의

경우는 분할과 극한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회전체의 부피는 Cavalieri의 원

리를 이용하여 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부터 《구장산술》은 직관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육면체의 부피의 경우 높이

가 같을 때, 밑면의 넓이가 같으면 부피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

는 등적변형의 아이디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전체의 부피 또한,

Cavalieri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각기

둥과 각뿔의 경우에도 2:1의 비가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직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장산술》은 직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간결하며 이해되기 쉽도록 하고자 하

는 동시에 납득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정당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구장산술》이 학교수학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학교수학에서 입체도형의 부피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 원기둥의 부피의 공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서로 다르게 설명된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원기둥의 부피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원기둥의 밑면을 부채꼴로 잘게 나누어 만든 작은 입체도형들을

직육면체 모양으로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중학교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각 기둥의 변의 개수를 늘려 가

면서 원기둥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용한다(정순영 외, 2008). 이는

《구장산술》상공장에서 원기둥에 외접한 직육면체와의 비를 이용하여 구하

는 방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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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 교과서

<표 Ⅳ-2> 원기둥의 부피 비교(교육과학기술부, 2009c; 정순영 외, 2008)

다음으로 각뿔 또는 원뿔의 경우 학교수학에서는 그 모양의 그릇에 물을

채워서 밑면과 높이가 같은 기둥에 붓는 것으로, 즉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당화한다. 이는 《구장산술》에서 제시되

는 극한과 분할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방법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장산술》 교과서

<표 Ⅳ-3> 각뿔과 원뿔의 부피 비교(정순영 외, 2008)

이러한 내용의 차이점으로부터 《구장산술》의 상공장은 학교수학에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유휘의 각뿔의 공식에 대한 설

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당화 과정을 경험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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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뿔의 부피에 대한 설명을 보충

해 줄 수 있다.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뿔의 부피가 기둥

의 


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왜 


이 되는지를 정당화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적분을 활용해야만 이

를 정당화할 수 있다. 유휘의 정당화과정은 비록 복잡하지만, 미적분이라는

상위 개념을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중학교 학생들이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최근 학교수학에서 정당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배운 소재를 활용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 배운 것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구장산술》에 제시된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한 정당화 과정은 도

형의 기하학적 성질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각뿔의 부피 공식

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삼각기둥을 사각뿔과 삼각뿔로 분해하였을 때, 그

사각뿔과 삼각뿔의 부피의 비가 2:1인 것과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하여

그에 외접한 다면체의 부피로부터 구하는 것은 도형들에 내재한 단순하면서

도 심오한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밝힐 수 없는 오직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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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각삼각형(句股)

《구장산술》의 구고장에서는 주로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구고장에 제시된 직각삼각형 관련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닮은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

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피타고라스 수’로 분류할 수 있다.

3.1.1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구장산술》이전에 저술된 천문학 책인 《주비산경

周髀算经》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주비산경》에서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을 구(句), 두 번째로 짧은 변을 고(股), 그리고 빗변에

해당하는 가장 긴 변을 현(弦)이라고 불렀다.43) 이에 따라《구장산술》에서

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구고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고술: 구와 고를 각각 제곱하여 합한 후 그 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현이

된다. 현의 제곱에서 고의 제곱을 뺀 나머지의 제곱근을 구하면 구가 되고,

현의 제곱에서 구의 제곱을 뺀 나머지의 제곱근을 구하면 고가 된다.

주해: 구를 제곱하여 빨간 정사각형으로, 고를 제곱하여 파란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출입상보를 이용하여 빈 자리를 찾아 옮기고 남은 것은 그대로 두

면,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된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제곱근을

구하면 현이 된다.(沈康身, 1997, p.620)

빗변의 길이를 로 하고 나머지 길이를 각각  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43)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고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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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6] 유휘가제시한피타고라스정리의

증명(郭书春, 1995, p. 187)

구고술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는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 단, 는 빗변의 길이)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식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소 다르다. 《구장산술》에서 제시된 구고술은 제곱근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계산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吴文俊,

1998, p. 215).

유희는 구고술의 정당화과정을 [그림 Ⅳ-1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직각삼각형 에서, 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 고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는 이다. Ⅰ를 Ⅰ’로, Ⅱ를 Ⅱ’로, Ⅲ을

Ⅲ’로 옮기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이 현()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인 과 같게 된다(郭书春, 1995, p.

187). 유휘는 주해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으로 칠해진 두 정사각형을 이용하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를 증명하였다. 이 때 방전장에서와 같

이 ‘출입상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

을 때 등적변형의 아이디어와 같은 것이다.

3.1.2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구장산술》에서 제시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 관한 문제들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들을 각각 더하거나 뺀 길이들 중 두 양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이다. 《구장산술》에서는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공식을 증명하기위해 현

도(弦图)를 사용한다. 《주비산경》의 주해를 쓴 조상과 유휘는 모두 현도를

직접 그렸지만, 이 그림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림 Ⅳ-17]은 청나라 대

진이 보완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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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조상의 현도를 보완한 그림(李继闵, 1990, p.373)

钱宝宗(1963)은 알아보기 쉽게 현도를 구, 고,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

각형을 중심으로 분해하여 [그림 Ⅳ-18]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Ⅳ-18] 현도의 다섯 가지 유형(钱宝宗, 1963)

여기서는 먼저 현도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의 관계들을 찾고, 그 의미를

밝히며(劉炖, 1993, pp.391-396), 그에 대응하는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아닌 변의 길이를   , 빗변의 길이를 라고 두었

을 때, 현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계를 찾을 수 있다.

(1)     ,     

(2)       

(3)         ,       

(1)     ,     

[그림 Ⅳ-19]에서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



- 73 -

[그림 Ⅳ-21] 현도의 그림(3)

(劉炖, 1993)

라 하면,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뺀 나머지 영역인 ‘ㄱ’자 모양의

넓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된다. 또한, 이 ‘ㄱ’자 모

양의 도형에서 아래 부분을 [그림 Ⅳ-19]에서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으로 옮

기면 가로의 길이가  , 세로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이 되고, 이 직사

각형의 넓이는 ‘ㄱ’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와 같다(등적변형이다). 즉,

    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Ⅳ

-20]에서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라고 두면

    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고,         이다.

[그림 Ⅳ-19] 현도의 그림(1)(劉炖, 1993)[그림 Ⅳ-20] 현도의 그림(2)(劉炖, 1993)

(2)       

[그림 Ⅳ-21]와 같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

가 이고 그 안의 포개어진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라고 하면,

  (Ⅰ+Ⅱ)=   Ⅲ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므로 Ⅰ+Ⅱ=Ⅲ이 됨을 알 수

있다. Ⅰ은 가로의 길이가   , 세로의 길

이가  , Ⅱ는 가로의 길이가  , 세로

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이므로, 두 직사

각형의 넓이는 모두   이다. 또한 Ⅲ은 변의 길이가 모두   

인 정사각형으로 넓이는   이다. 따라서       

이 성립한다. 이 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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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그림 Ⅳ-22]는 《주비산경》의 주해를 적은 조상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 쓴 그림이다. [그림 Ⅳ-22]의 오른쪽 그림에서     

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 이를 전개하여     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을     에 대입하면,        라고 쓸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림 Ⅳ-22]의 왼쪽 그림에서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며, 빗변의 제

곱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다. 큰 정사각형의 넓이 은 넓

이가 인 정사각형의 2배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을 뺀 것과 같

다. 그러므로       이 성립되고, 이를 변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       

[그림 Ⅳ-22] 현도의 그림(4, 5)(劉炖, 1993)

이렇듯 (1), (2)과 (3)의 관계는 모두 현도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바탕

으로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증명은 모두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로 설

명되었으며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

여 계산한 문제들을 각 유형별로 하나씩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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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현도 (1)를

이용한 문제

(刘钝, 1993)

(1)     ,     을 사용하는 문제

[문제9-6] 정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다. 연못의 한 변의 길이는 1장이고,

연못 한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갈대는 수면 위로 1척이 나와 있다. 갈대의

머리를 잡고, 연못 모서리로 잡아당기면 정확히 모서리 끝에서 물속에 완전

히 잠긴다. 그렇다면 연못의 수심과 같은 갈대의 길이는 각각 얼마인가?

(김혜경, 윤주영, 1998, p. 161)

이 문제는 와  를 알고 있을 때, 와 를 구하는 문제

이다. 그러므로 (1)번 식에서    


을 얻을 수 있고,

 
 


 

 



 

 
    

,

    이므로 문제의 해를 구하게 된다.

(2)       을 사용하는 문제

[문제9-12] 높이나 너비를 알 수 없는 출입구와 길이를 알 수 없는 막대가

있다. 막대를 옆으로 누이면 출입구의 너비보다 4척이 길고, 막대를 수직으

로 세우면 출입구의 높이보다 2척이 길다. 막대를 비스듬히 누이면 출입구의

대각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출입구의 높이, 너비 및 대각선

의 길이는 얼마인가? (김혜경, 윤주영, 1998, p. 165)

이 문제는  와  를 알고 있을 때,   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는

(2)번 공식에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

(3)         ,       을 사용하는 문제

[문제9-11] 높이가 너비보다 6척8촌이 긴 출입문이 있다. 출입문 대각선의

모서리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장이다. 그렇다면 출입구의 높이와 너비는 얼

마인가?(김혜경, 윤주영, 1998, p. 164)

이 문제는 와  를 알고,  를 구하는 문제이다. 와  를

      에 대입하면 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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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의 구고장에 제시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문제는 모두

현도의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도에서 유도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는 모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바탕으로 증명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장산술》에서는 현도를 모델로 하여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를 찾고 있으며, 그 증명 방법은 모두 직관적이라는 특징을 가

진다.

3.1.3 피타고라스 수

구고장의 14, 21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일반적인 관계,

즉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구장산술》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 상황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문제9-14] 갑과 을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갑은 남쪽으로 10보 가다가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고, 을은 동쪽으로 가고 있다. 갑과 을이 만났을

때 갑의 속도는 7, 을의 속도는 3이었다. 갑과 을이 간 거리는 각각 얼마인

가?(沈康身, 1997, p.623)

이 문제는 구()와 현()의 합( )과 고()의 비, 즉,        과

구()의 값을 알 때, 고()와 현()을 구하는 것이다44). 《구장산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 라고 할 때,      



  


  




    


  

이 식에 대한 유휘의 증명을 살펴보자(李继闵, 1982, 2007; 徐传胜, 范广辉,

2011). 유휘는 증명에 필요한 도형을 작도하기 위해 사용한 다음과 같은 세

등식을 먼저 제시한 후에 증명을 하였다.

  


,  

  
,     

44) 참고 그림

 

 갑이 간 길

을이 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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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림 Ⅳ-24]와 같이 구(′)와 현(′)의 길이의 합인 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를 작도한다. 여기서 정사각형 의 넓이

    ′ ′이다.

[그림 Ⅳ-24] 피타고라스 수의 증명(李继闵, 2007, p.134)

둘째, 넓이가 고(′)의 제곱이 되는 곡척  (도형 )를 작도45)한

후에, 직사각형  (도형 )를 직사각형  (도형 )으로 이동시키

면, 직사각형 의 가로의 길이는  , 세로의 길이는 ′ ′가 된다. 그

러면 직사각형 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은 ′′ , ′이다.
따라서 직사각형 의 넓이    이다.

셋째, 직사각형 의 세로의 중점  을 연결시켜 선분 을 작도

를 하면46) 직사각형 의 넓이   ′′′  

  이다.

넷째, 직사각형 에서 직사각형 를 빼면 직사각형 47)가

남는다. 따라서 직사각형 의 넓이

  ′′′    


  이다.

다섯 째, 다시 가로의 길이가 ′′  , 세로의 길이가 고(′  )인 직

사각형 을 작도하면 그 넓이   ′′′  이다. 따라서

45) 고(′)의 제곱을 넓이로 갖는 도형의 작도에서 등식   

을 사용한다.

46) 중선의 작도에서 등식  

  
을 사용한다.

47) 직사각형의 작도에서 등식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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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하려고 하는 구, 고, 현의 길이의 비가 되며 이

것은 다음과 같다.

           



  


  




   


  

3.2 교육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구고장의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

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수학과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차이점

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구장산술》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인 증명방

법을 제시해준다. 학교수학에서는 <표 Ⅳ-4>과 같이, 도형의 넓이 관계를

통한 대수적인 방법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천화

정(2008)은 대수적인 접근만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타내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잘 보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휘의 직관적인 증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희의 증

명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각

도형의 넓이들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히 대수적 조작

으로 값들이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변 위에 있는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빗변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장산술》 교과서

<표 Ⅳ-4> 피타고라스 정리의 비교(우정호 외, 2010,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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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현도는 인수분해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림으로 활용될 수 있다.

                 (   )

[그림 Ⅳ-25] 인수분해과정을 보여주는 그림

셋째, 《구장산술》에서 제시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에 관한 내용들

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넓이의 측면을 잘 보여준다. 《구장산술》에서 제시

되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은 학교수학

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와는 그 특징을

달리 하고 있다. 학교수학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단원에서는 주로 피

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좌표평면에 놓인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도형

의 대각선의 길이나 높이와 넓이, 입체도형의 대각선의 길이나 높이와 부피

등을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길이의 측면’

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길이의 측면’ 뿐만 아

니라 ‘넓이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넓이의 측면이란 직

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높인 정사각형은 다른 변들 위에 놓인 정사각형의 합

과 같다는 것이다(천화정, 2008, p.16). 《구장산술》에서 제시된 피타고라스

의 활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세 변의 길이들을 각각 더하거나 뺀 길이들 중

두 양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이다. 이는 모두

길이에 관한 문제이지만 《구장산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현도의 넓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고 있다. 이 공식들은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의 넓이의 측면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학교수학의 ‘피

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단원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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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등적변형의 아이디어

(李继闵, 1990, p.391)

이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넓이의 측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부터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내용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넓이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3.3 직각삼각형의 닮음

여기서는 《구장산술》에 제시된 닮음과 측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현재 학교수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구장산술》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닮은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는 ‘닮

음의 성질을 이용한 측량 계산’과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으로 분류할 수 있

다.

3.3.1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측량

《구장산술》의 구고장의 15번 문제부터는 직각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

한 문제이다. 15번 문제를 살펴보자.

[문제9-15] 밑변의 길이가 5보이고 높이가 12보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 직

각삼각형에 내접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沈康身, 1997,

p.623)

이 문제를 일반화하여 밑변의 길이를 , 높

이를  ,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라고 하

였을 때,  


이다. 이 값은 직각삼각형

의 닮음의 성질로부터 얻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등적변형의 아이디어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우선 등적변형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

를 거꾸로 이어 붙인 다음 오른쪽처럼 다시

재배열하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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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  × 

그러므로  


이다. 유휘는 다시 직각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풀었다. 그는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제시하였다.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두 변으로 각각 작은 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각삼각형들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본래의 율을 잃지

않는다.(沈康身, 1997, p. 623)

이 설명은 [그림 Ⅳ-27]에서 볼 수 있듯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

형의 두 변으로 각각 직각삼각형 와 직각삼각형 가 만들어지고,

이 직각삼각형들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본래의 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

여 대응되는 변들의 길이가            와 같은 비례 관계

를 가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 15번은 비례식의 성질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가 성립하고, 이는        와 같기 때문에  

이 된다(李继闵,

1990, pp. 391-392).

[그림 Ⅳ-27] 대응변의 닮음비에 대한 증명

(李继闵, 1990,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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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를 요약하면 이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 꼴에 대한 언급은 하

지 않은 채 바로 비례식을 얻고 이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풀이는 닮음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직

각삼각형의 빗변이 기울어진 정도가 같으면 각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휘는 이처럼 닮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

이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서술하였지만 이에 대한 정당화 과정은 찾

아볼 수 없다. 송나라 때의 양휘는 15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두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비례 관계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이 증명과정은 넓이의 관계로 쉽게 설명가능하다. 이는 [그림 Ⅳ-27]에서 볼

수 있듯이, 빗금 친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같고, 점이 찍힌 두 직각삼각형

의 넓이도 같다. 게다가, 그림에서 남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도 같

다. 그러므로 넓이 구하는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  × , 즉,       이다(李继闵, 1990, p.392). 刘钝

(1993)에 따르면 이러한 증명의 아이디어는 유휘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에서는 닮은꼴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직관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닮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이어진

문제들은 모두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되는 변들의 길이의 비례관계를 논리

적 근거로 한 실생활의 측량문제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문제를 소개

하고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측량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의 특징을 살펴보

도록 하자. 먼저 22번 문제를 살펴보자.

[문제9-22]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알 수 없다. 네 개의 이정표를 정사각형의 꼭짓

점에 위치하도록 세웠는데 왼쪽의 앞 뒤 이정표를 세운 꼭짓점은 그 나무와

일직선상에 있다. 이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정사각형의 왼쪽 뒤에 이정

표를 세운 곳이다. 오른쪽 뒤에 있는 이정표와 나무를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왼쪽 앞에 있는 이정표와 오른쪽 앞에 있는 이정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오른쪽 앞에 있는 이정표까지 거리는 3촌

이다. 한편 꼭짓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 1장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나무는 관

측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김혜경, 윤주영, 1998, p. 172)

이 문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과 나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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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닮음을

이용한 측량(1)

(刘钝, 1993)

[그림 Ⅳ-29] 닮음을 이용한 측량(2)

(刘钝, 1993)

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장

산술》에서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람과 나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그림

Ⅳ-28]과 같이 이정표를 정사각형 모양처럼 세우고 닮은 직

각삼각형이 생기도록 하였다. 사람이 에 위치하고 를 구

하고자 한다. 조건에 의하면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

는 1장이고,  의 길이는 3촌이다. 이 때 삼각형 와 삼

각형 가 닮은 삼각형이고 대응되는 변들의 길이가 비례

하므로       이다. 그런데     

  이므로,  
×




 


(자)가 된다.

다음으로 문제 23번을 보자.

[문제 9-23]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의 서쪽에 산이 있다. 산의

높이는 알지 못하며 산은 나무에서 53리 떨어져 있고 나무의 높이는 9장 5

척이다. 지금 사람이 나무의 동쪽 3리 되는 지점에 서서 나무의 끝을 바라보

니, 그 끝은 산의 정상과 일직선상에 있었다. 이 때 사람의 눈높이는 7척이

었다. 그렇다면 산의 높이는 얼마인가?(김혜경, 윤주영, 1998, p.173)

이 문제 또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산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산

과 사람 외에 나무를 제3의 기준으로 정하

고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직각삼각형이 생

기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림 Ⅳ-29]에서 산의 높이는 이고, 나무

의 높이는  , 사람의 눈높이를 라고

하면,   이기에 산의 높이를 구하려면 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한

편 닮은 삼각형인 삼각형 와 삼각형 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대

응되는 변의 길이는 비례하므로       이다. 여기서

           이고,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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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이 된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에서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측량을 하지 못하는 경

우에,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고 도구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되

고 있다. 22번 문제의 경우에는 사람과 나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

정표를 세워 닮은 직각삼각형이 생기도록 하여 닮음의 비례 관계를 이용했

고, 23번 문제 또한 나무를 제3의 기준으로 하여 닮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변의 길이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산의 높이를 구했다. 구고장의 17~24번

문제는 모두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측량에 관한 문제이다.

3.3.2 직각삼각형과 내접원

구고장의 1~14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관한 문제이고, 17~24

번은 직각삼각형의 닮음 관계로 하는 측량 문제이다. 그 중간에 15, 16번 문

제인 직각삼각형의 내접 정사각형과 내접원의 문제는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9-16] 밑변의 길이가 8보이고 높이가 15보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 직

각삼각형에 내접한 원의 지름은 얼마인가?(沈康身, 1997, p. 624)

이 문제를 일반화하여, 밑변의 길이를 , 높이를 , 빗변의 길이를  , 원

의 지름을 라고 하였을 때, 유휘는 지름을 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공식을 제시하였다(李继闵, 1990, p. 396).

(1)   


(2)      (3)    

유휘는 (1)번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 직각삼각형을 靑, 朱, 黃으로 분할하

여 등적변환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그림 Ⅳ-31]을 보면, 가로는 원의 지름

이 되고 세로는   가됨으로,

  ×  

을 얻을 수 있고, 이는 (1)번 공식을 설명한 것이다.

(1)번 공식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부터도 증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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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닮음의 그림

(沈康身, 1997)

      

그리고 ∆∼∆∼∆이므로,

                

그리고        ,

즉         이므로,   


가 된다.

[그림 Ⅳ-31]

등적변형의 그림

(郭书春, 1995)

공식(2)는 다음과 같은 관찰로부터 설명된다. [그림 Ⅳ-30]의 오른쪽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고, 여기서     ,

  이기 때문에,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다. 마지막으로 공식(2)과 (3)이 동치

임은 직각삼각형의 변의 관계로 알 수 있다48)(李继闵, 1990, pp. 396-399).

48) 본 논문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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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육적 시사점

《구장산술》의 구고장의 후반부에 제시된 내용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는 실생활의 측량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장산술》의 닮음에 관한 내용을 학교수학과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구장산술》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측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수학에서는 닮음 개념을 설명한 후, ‘닮음의 활

용’ 단원에서 주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관한 내용과 닮은 도

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우정호 외, 2009, pp.

238-262). 닮음의 활용에서의 비례부분에 대하여 최지선(2008)은 학생들이

닮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미약한 상태에서 닮음에 관한 문제해결에 비

례식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Freudenthal(1983)은 같은 맥락으로 기하교육에서 닮음 개념이 대수식 또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였다. 즉, 학생들이 닮음의 성질

인 비례관계를 알고리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닮음 자체에 대한

직관 혹은 통찰의 근원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구장산술》에서도 학교수학과 같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례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구장산술》에서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강력한 사고 도구로 닮은 직각삼각

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의 측정문제에 대해서 닮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닮은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례적인 관계에 따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는 닮은 도형이 실제로 측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구장산술》의 이러한 내용은 학교수학에 닮음의 활용 단원

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닮음 개념이 단편적으로 비례식의 알

고리즘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측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둘째, 《구장산술》에서의 직각삼각형과 내접원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 풀

이방법을 제시해준다. 직각삼각형과 내접원의 문제는 학교수학에서도 다루

어지고 있다([그림 Ⅳ-32]). 이 문제는 학교수학의 원과 접선의 단원에서 제

시되어 있고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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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 원의 접선의 성질을 활용한 문제(우정호 외, 2010, p. 197)

학교수학에서 의도하는 방법은 ‘원 밖의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은 두 접선

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반지름을 로 하고 빗변이

     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구하게 한다. 반면 유

휘는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공식을 제시하였

고, 공식     는 도형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로부터 설명가능하다. 또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휘는 등적변형의 아이디어, 닮음의 아이디어

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풀이하고 있고, 이는 학교수학에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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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구장산술》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수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수학서이며, 서양의 Euclid의 《원론》에 상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양수학은 알고리즘화된 계산적인 체계의 강조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서양

에 비해 앞서 나타난 성과도 들어 있다. 하지만 수학교육에서는 주로 서양

의 수학사를 반영하고 있고, 동양수학사에 관한 연구 또한 교수학적 시사점

을 이끌어내기보다 단편적인 예만을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장산술》의 대수 및 기하영역의 주요 내용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현행 학교수학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구장산술》의 저술 배경 및 내용 구성을 살

펴보았다. 고대 중국의 철학을 동시대의 서양의 철학과 비교하였다. 고대 그

리스의 철학은 현상과 본체를 분리하여 보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불변의 세계인 이데아를 알아가는 것인데, 플라톤은 오직 이성으로

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로부터 수학의 논리적인

측면이 강조하면서 Euclid에 이르러 수학은 연역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기의 관점에서 천·지·인을 일체로, 현상과

본체를 일원론적으로 보았고,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하

여 자연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은 항상 변화하기에 자연의 생성·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수학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로부터 《구장산술》에 이르러 수학은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구장산술》의 수학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구장산술》 이전에는

산대의 출현과 십진법 등의 발명으로 산술 및 대수가 발전하게 되었고,

《주비산경》에서 수의 성질로부터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에서 수와 도

형이 결합되었다. 또한 묵가, 명가를 비롯한 학파에서 논리적인 명제를 다루

었으며, 후세의 유휘가 《구장산술》의 주해를 적으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었다. 《구장산술》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구장산술》이 필연적으로 저술되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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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구장산술》의 전체적인 구성과 체제를 살펴보았고, 《구장산

술》의 주요 내용을 대수와 기하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수학의 내용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제Ⅲ장에서는 《구장산술》의 대수영역에 해당하는 영부족장, 방정장, 소

광장, 속미장, 쇠분장과 균수장을 현재 학교수학의 일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과 비와 비례부분과 비교하였다. 각 장에 주로 제시된 계산법(술)

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일차방정식과 관련된

영부족술은 구하고자하는 양을 두 번 추측하여 남거나 부족한 답을 이끌어

내고, 이를 이용해 주어진 특정한 식에 대입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

것을 학교수학에서 소개할 수 있고, 대수적인 풀이방법보다 학생들에게 풍

부한 사고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방정

장에 제시되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방법인 방정술을 분석한 결과, 방정

술은 현재 학교수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감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방정술의 알고리즘은 역사적으로 음수의 개념을 발생시켰으며, 학교수

학에서 알고리즘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개

념의 발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됨

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이차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인 개방술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개방술은 이차방정식에 대한 기하학적인 풀이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방술을 십진분수의 영역까지 확장시킨 ‘구미수법’은 무리수의 발견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휘가 사용한 그림은 완전제곱식

의 전개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무리수의 발견에 관한 역

사 발생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점과 무리수의 소수표현과 기하학적 표현

사이의 연결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와 비례에

대해서는 주로 금유술과 제동술을 설명하였고, 이는 학교수학에서 비례식을

다룰 때 비례식의 의미를 더 강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비례적 사고

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의 대수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장산술》에서는 학교수

학에서 제시하지 않는 독창적인 문제해결방법, 알고리즘화 과정 등 여러 가

지 유용한 교육적 접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구장산술》의 기하영역에 해당하는 방전장, 상공장과 구

고장을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은 현재 학교수학의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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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부피와 직각삼각형에 대응된다. 각 장에 제시된 주요 계산법(술)을 분

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평면도형의 넓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장산술》의 방전장에서 제시된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원, 활꼴 및 원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유휘가 제시한 정당화과정을 살

펴보았다. 방전장에서는 넓이를 구함에 있어 등적변형의 아이디어, 분할과

극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익숙한 공식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체도형의 부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공장에서 제시된 다면체인

육면체, 각뿔과 각기둥과 회전체인 원기둥,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유

휘가 제시한 정당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역시 등적변형의 아이디

어와 분할과 극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별

히, 각뿔의 부피에 관한 유휘의 증명은 학교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실험적인

방법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에 관한

내용으로 구고장에서 제시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와 닮은 직각삼

각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에서는 주로 피타

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과 피타고라스 수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구장산술》에서 제시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피타고

라스 정리의 기하학적인 측면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 관련 내용은 피타고라스의 넓이에 관

한 다양한 성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됨을 확인하였다. 직각삼각형의 닮

음에 관련된 내용은 학교수학에서 제시하지 않는 측정의 의미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학교수학에서 닮음 개념이 측정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사고도구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구장산

술》의 기하영역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장산술》에서는 기하학적

공식에 대한 직관적인 증명방식, 다양한 문제해결방법 그리고 학교수학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구장산술》의 주요 내용을 대수영역과 기하영

역으로 나누어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동양수

학과 학교수학의 연결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구장산술》의 교육적 유용성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동양수학을 단지 단편적인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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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제시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풍부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본 논문은 《구장산술》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교수학에 반영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의 후속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고대 중국의 철학과 고대 중국의 수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심층

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고대 그리스의 Euclid 《원론》과 《구장산

술》 사이의 비교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 92 -

참 고 문 헌

강소영(2007). 교사를 위한 수학사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연구: 구장산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a). 초등수학 5-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2009b). 초등수학 6-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2009c). 초등수학 6-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권오남, 박정숙, 박지현(2007).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비례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 개념 분석.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6(3), 315-329.

김남희, 나귀수, 박경미, 이경화, 정영옥, 홍진곤(2007). 수학교육과정과 교재

연구. 서울: 경문사.

김기원, 노현주(2008). 수학사를 도입한 수학 교육: 7단계 일차방정식을 중심

으로. 교육과학 연구 13, 17-28.

김용운, 김용국(1996). 중국수학사. 서울: 믿음사.

______(1997). 수학사의 이해. 서울: 우성.

______(2009). 한국 수학사: 수학의 창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

파주: 살림Math.

김종명(2007). 고대 그리스 수학과 동양 수학. 한국수학학회지 20(2), 47-58.

김현경(2006). 구장산술의 방정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윤주영(1998). 동양 최고의 수학서 《구장산술》. 김혜경, 윤주영

옮김. 서울: 서해문집.

양성호, 이경언(2010).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동양 수학사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9(1), 15-37.

양재혁(1998). 동양철학-서양철학과 어떻게 다른가. 서울: 소나무.

우정호(2001). 학교수학의 교육적 기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우정호, 박교식,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임재훈, 박인, 이영란, 고현주, 이정

연(2010). 중학교 수학 3. 서울: 두산동아.

우정호, 민세영, 정연준(2003). 역사발생적 수학교육 원리에 대한 연구(2). 학

교수학 5(4). 대한수학교육학회, pp. 555-572.

유현주(1995). 유리수 개념의 교수현상학적 분석과 학습-지도 방향에 관



- 93 -

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재훈(1998). 플라톤의 수학교육 철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우석(2008). 수학 철학에 미치다: 철학을 알면 수학이 쉬워진다. 서울:

숨비소리.

______(2012). 19세기 조선의 수학교재 遊藝志 卷2의 특징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장혜원(2002). 구장산술을 활용한 수학 교육. 한국수학사학회지 15(2),

101-112.

______(2006). (청소년을 위한)동양수학사: ‘산대’에서 ‘필산’까지. 서울: 두

리미디어.

정동권(2001). 평면도형의 넓이 지도를 통한 수학적 사고의 신장. 인천교육

대학교 과학교육논총 13, 1-36.

정상권, 이재학, 박혜숙, 홍진곤, 서혜숙, 박부성, 강은주(2010). 중학교 수학

3. 서울: 금성출판사.

정순영, 권혁천, 강운중, 이환철, 신지영, 설정수(2008). 중학교 수학 1. 서울:

두산동아.

정은실(2003). 비 개념에 대한 교육적 분석.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학

연구 13(3), 247-265.

정해남(2011). <구장산술九章算術>과 남병길의 <구장술해九章術解>의 교육

적 활용 방안. 초등수학교육 14(2), 103-116.

차종천(2000). 동양수학의 고전-구장산술, 주비산경. 서울: 범양사출판부.

천화정(2008). 피타고라스 정리의 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병철(2006). 음수 개념의 이해에 관한 교수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최지선(2008). 닮음 개념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학도(2006). 직사각형 넓이 공식의 이해와 인식론적 장애.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홍성사, 홍영희(1998). 유휘와 《구장산술》. 한국수학사학회지, 11(1),

27-35.

吴文俊(1978). 出入相补原理. 见: 中国古代科技成就. 北京: 中国青年出版社.



- 94 -

______(1996). 对中国传统数学的再认识. 吴文俊论数学机械化. 山东教育出版

社, 30-44.

______(1998). 中国历史大系, 第三卷.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______(2003). 中国古算与实数系统(一)．科学.

顾今用(1975). 中国古代数学对世界文化的伟大贡献[Ⅰ]. 数学学报18(1), 18-23.

王荣彬(1996). 再评刘徽对无理根数的论述. 科学技术与辩证法 13(3), 43-46.

孙宏安(1996). 中国古代科学教育史略. 辽宁: 教育出版社.

郭金彬, 孔国平(2004). 中国传统数学思想史. 北京: 科学出版社.

郭金彬(1990). 中国数学源流. 福建: 福建教育出版社.

李继闵(1982). 刘徽对整勾股数的研究. 科技史文集(8). 上海: 上海科学技术出

版社, 51-53.

______(1989). 刘徽关于无理数的论述. 西安大学学报(自然科学版) 19(1), 1-4.

______(1990). 《九章算术》及其刘徽注研究. 陕西人民教育出版社.
______(1998). 九章算术导读与译注. 陕西科学技术出版社.
______(2007). 算法的源流-东方古典数学的特征. 北京: 科学出版社.

蒙虎(2007). 实数系统的历史反思-兼评“中国古算与实数系统”. 自然辩证法通讯

6(1).

徐传胜, 范广辉(2011). 整勾股数和九章算术. 咸阳师范学院学报. 26(6), 75-79.

郭书春(1995). 古代世界数学泰斗刘徽. 台湾: 明文书局.

钱宝琮(1963). 算经十书. 北京: 中华书局.

______(1983). 方程算法源流考. 钱宝琮科学史论文选集. 陈永锵, 毕颖编. 北

京: 科学出版社.

白尚恕(1982a). 九章算术与刘徽的今有术. 九章算术与刘徽. 北京: 北京师范大

学出版社.

______(1982b). 九章算术与刘徽的几何理论. 九章算术与刘徽. 北京: 北京师范

大学出版社.

______(1983). 九章算术注释. 北京科学出版社

刘钝(1993). 大哉言数. 辽宁教育出版社.

方立天(1990). 中国古代哲学问题发展史. 北京: 中华书局.

方克(1987). 中国的世界纪录 科技卷. 湖南教育出版社

龚静源(2006). 从几何原本与九章算术看中西科学思想之差异. 科学·历史·文化



- 95 -

科学史, 科学哲学论文集, 44-52.

张立文(2004). 气. 中国哲学范畴精髓页书.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沈康身(1997). 九章算术导读. 湖北教育出版社.

______(2004). 数学的魅力(三). 上海辞书出版社.

袁思情, 李俊(2010). 对圆出于方解释的探析. 小学数学 6, 46-47.

曲安京(2002). 《周髀算经》新议. 陕西: 陕西人民出版社.
付海伦, 郭书春(2003). 为数学而数学－刘徽科学价值观探讨. 自然辩证法通讯,

25(1), 70-75.

欧阳维诚(2000). 初等数学思想方法选讲. 湖南教育出版社.

Boltianskii, V. G.(1978). H ilbert's third problem. Washington, DC: V. H.

Winston & Sons.

Gullberg, J.(1997). Mathematics: from the Birth of Number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Kline, Morris(2002). 古今数学思想, 中译本(第一册). 张理京, 张锦炎, 江泽涵

译. 上海科学技术出版社

Needham, Joseph(1998). 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 김영식, 김제란

역. 서울: 까치글방.



- 96 -

Abstract

Pedagogical Understanding of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Quan Ying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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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 iuzhangsuanshu or the N 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NCMA) has huge impact on history of Chinese mathematics and

has served as an important textbook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for the past 2000 years. It is comparable

in significance to Euclid's Elements in the West. Some contents of

the NCMA had appeared earlier than those of Western mathematics.

However, Korean school mathematics mainly reflects the Western

history of mathematics. Existing literatures about Eastern

mathematics also lack understanding of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merely provide few examples.

Having made such points, this study attempted pedagogical analysis

of the NCMA. Pedagog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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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lgebra and geometry separately with respect to school

mathematics.

The main contents of algebra are linear equations, simultaneous

equations, quadratic equations, and ratio and proportion. It turned out

to be explicit that the NCMA offers some useful contents, such as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process of constructing algorithms,

which the school mathematics does not provide. The main contents of

geometry are area of plane figures, volume of solid figures, and right

triangles. It was found that the NCMA offers intuitive proof of some

geometric formulas, various problem-solving skills, and some

complementary contents. Based on the specific discussion, the

usefulness of NCMA and the rough plan for utilizing of NCMA in

the constitution of a textbook as well as in teaching and learning of

school mathematics were presented.

keywords :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Liu Hui,

school mathematics, algebra, geometry.

Student Number : 2009-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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