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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청(李田靑, 1792-1861)이란 인물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재 거

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 에 임형택 교수가 학계에 소개한 것이 

부이다.
1)

1)그 소개에 의하면 이청은 실학의 거두 정약용(丁若鏞)의 강진 유

배시 의 제자들  한 명으로 그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던 제자 다고 한

다. 아울러 임형택 교수는 이화여자 학교의 도서 에 오래도록 완 히 묻

있던 이청의 서 정 편을 발굴해 소개해 주었다.
2)2)

이와 같이 얼마 에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 

0500-H00001)

1) 임형택, 1998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韓國漢文學硏究 제
21집, 113-150면. (이 논문은 이후 2000,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에 재

수록 되었다. 이 논문의 인용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을 이용한다.)

2)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의 청구번호는 ‘고서520 이8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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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즉 남인 실학의 거두 정약용의 제자로 스승에게는 미

약했던 문 인 과학 지식을 이청이 지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

후기의 과학자하면 흔히 정약용을 떠올리곤 한다. 기기도설(奇器圖說)과 같

은 서양의 기계기술서를 활용해 화성을 축조할 때 유용하게 썼던 ‘거 기’나 

‘녹로’ 같은 기구들을 개발 설계했음은 교과서에 실린 사실이기도 하다. 정약

용이 참여했던 화성 건설과 거 기의 개발은 조선 후기 실용  실학의 상징

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서들을 반 으로 검토한 과학사 연구자들은 조선 후

기의 표  과학자 는 과학 활동으로 정약용과 그의 성과를 거론하는데 

망설이곤 한다. 일 이 과학사학자 박성래 교수는 정약용의 과학사상과 과학

 업 을 평가하면서 “그의 과학사상을 체계 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

고, 그 이유로 정약용의 과학사상은 “그의 방 한 작품 구석구석을 헤쳐 가며 

찾아 정리해야 될 형편”일 정도로 “홍 용(1731-1783)의 <의산문답(毉山問

答)>에 해당할 만한 체계 인 과학사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3)3)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식 교수는 이익(1681-1763)이나 홍 용, 그리고 

황윤석(黃胤錫, 1729-1791)과 같은 이  학인들과 비교해서 정약용은 과학에 

한 심도 작았고, 문  과학지식의 수 도 낮았다고 평가했다.4)4)이와 같

이 과학사학자들이 악하는 정약용의 과학지식은 편 이었고 피상 이었

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약용이 지닌 과학지식은 그의 명성에 비해 빈약했고, 그가 남

긴 과학 서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기 때문에 정약용이 남달리 총

애하고, 강진유배시  그의 술과 편찬활동을 손발이 되어 지척에서 도왔던 

이청이 남긴 정 편이 더욱 흥미로운 것이다. 이청의 정 편은 조선 후기

에 편찬된 그 어떤 천문역산 분야의 문헌 못지않은 문성과 방 한 내용을 

담은 천문역산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 편은 그간 노론 북학 나 소론 학

인들에 비해 상 으로 미약했고, 나아가 그 실체  모습이 잘 악되지 못

3) 박성래, 1978 ｢韓國近世의 西歐科學 收容｣ 東方學志 제20집, 276면.

4) KIM Yung Sik, 2004 "Science and the Confucian Tradition in the Work of 

Chŏng Yakyong" 다산학 5호,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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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남인 다산학  학인들의 천문역산 분야의 문 인 지식의 모습을 보여

 수 있는 좋은 문헌으로 기 된다.5)
5)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산학  학인들의 천문역산 분야의 문 인 지

식의 모습을 잘 보여  것으로 기 되는 정 편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이청의 술활동과 정 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 편의 자 이청에 해서는 재 알려진 바

가 거의 없다. 다만 임형택 교수에 의해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 의 제자

임이 밝 졌을 뿐이다.
6)

6)그것에 의하면 이청은 학래(鶴來)로도 불렸으며, 자

(字)는 (琴招), 호는 청 (靑田)이었다고 한다. 1792년에 태어나 1861년경

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청의 본 은 정 편에 ‘계림

(鷄林) 이청(李田靑) 찬(纂)’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경주임을 알 수 있다. 

이청은 본디 사 부 집안의 출신자는 아니었으며 강진에서 로 이서(吏

胥)로 녹을 먹으며 생계를 꾸려 나가던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던 듯하다. 정약

용이 처음 강진에 도착해서 어렵게 정착하는데 이청의 아버지가 큰 도움을 

5) 천문역산을 심으로 하는 문 인 과학기술 지식을 보여주는 학인으로는 노론

의 김석문과 홍 용, 그리고 황윤석과 홍길주 등을 들 수 있고, 소론 학인으로는 

서명응과 서호수를 비롯해서 유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천문역산 분야

의 체계 이고 깊이 있는 단독 술들을 남기고 있다. 이에 비해 남인으로는 이

가환이 천문역산 문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단 한편의 단독 술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들은 문 양, 1999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

지식의 성격 ― 象數學的 宇宙論을 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1권 1호, 

27-57면; 한 호, 2001 ｢서양 기하학의 조선 래와 홍 용의 주해수용｣ 歷史學

報 제170집, 53-89면; 具萬玉, 2001 ｢方便子 柳僖(1773-1837)의 天文曆法論 - 조

선후기 論系 陽明學派 自然學의 一端-｣ 韓國史硏究 113호, 85-112면; 용훈, 

2004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  풍토: 홍길주(1786-1841)의 수학과 그 연원｣ 한
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2호, 275-314면; 문 양, 2003 ｢18세기말 천문역산 

문가의 과학활동과 담론의 역사  성격 ― 徐浩修와 李家煥을 심으로 ―｣ 東
方學志 121집(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51-84면 등이 유용하다. 

6) 이청에 한 임형택 교수의 자세한 소개의 내용은 임형택, 2000 앞의 논문, 실사

구시의 한국학, 402-410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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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하다. 정약용은 1806년 가을부터 1808년  사이에 이청의 집에서 머물

다. 어떻게 이청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인연이 되

어 이청은 정약용의 평생의 제자가 되었다. 이청은 10살 때부터 정약용을 만

났으니 학 시 부터 정약용에게서 배움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그는 특히 

과학기술  지식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던 듯한데, 정약용은 그가 강진에서 가

르친 제자들 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로 이청을 꼽을 정도로 그의 재능을 인

정하고 총애했다. 이청은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가 풀려 1818년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정약용을 지척에서 도왔다. 

정약용에게서 남다른 총애를 받던 이청의 천문역산 분야의 문  지식을 

잘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그의 정 편이다. 8권 3책 분량의 정 편은 이

청의 말년인 1860년 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정한 필체의 필사본으

로 쓰인 유일본이 이화여자 학교 도서 에 남아 있다. 집필한 이후 약간의 

가필이 가해진 것 이외에는 완성된 체제와 서술을 갖춘 완성본이다. 천문역산 

분야에서의 정약용의 독립 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산학단에서 나온 유일한 

체계 인 천문역산 분야의 술이란 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정 편은 다산학단을 표하는 천문역산서로서 1860년  

당시에 천문역산 분야에서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쳤던 최한기와 남병철, 그리

고 남병길 등의 천문역산 분야의 서들7)과7)비교되는 매우 흥미로운 서임

에 분명하다. 

정약용의 술 에는 이청의 과학  재능의 직 인 도움을 받아서 이룩

한 것이 지 않았다. 실제로 정약용이 다산 당에서 이룩했던 방 한 술 

작업에는 이청의  도움이 컸다. 특히 정약용 자신이 풍 증세가 도져 

심각하게 고생을 하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정약용이 구술을 하면 이청이 받

아 는 식으로 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8)8)때로는 정약용이 강의 

7) 이들이 남긴 과학문헌과 그 내용, 그리고 그들의 과학담론에 한 구체 인 논의

는 문 양, 2003 ｢崔漢綺의 기론  서양과학 읽기와 기륜설｣ 大同文化硏究 43
집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273-312면; 문 양, 2000 ｢19세기의 사 부 

과학자 남병철｣ 과학사상 23호, 99-117면; 김명호․남문 ․김지인, 2000 ｢南秉

哲과 朴珪壽의 天文 器 製作｣, 朝鮮時代史學報 12집, 99-125면 등을 참조할 것.

 8) 그 게 이루어진 표 인 술이 詩經講義補와  書孤存이었다. 이에 한 

논의는 임형택, 앞의 논문, 407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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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방향과 내용을 불러주면 이청이 받아서 구체 인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게 편찬된 서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게 정약용과 이청의 공동 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에 하나가  동수경(大東水經)(1814년 집필)이다. 

 동수경은 8권 2책으로 이루어진 서로 여유당 집 제6집 ｢지리집｣

에 담겨있다. 조선시 를 표하는 자연 지리학 문헌을 들라면 신경 (申景

濬)의 산경표(山經表)와 정약용의  동수경을 들 수 있다. 신경 의 산
경표는 백두 간을 근간으로 한반도의 지형지세를 그려내는 것과 같이 산맥

을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의 지형을 구축했다. 이에 비해서 정약용의  동수

경은 하천을 심으로 한반도의 지형과 지세를 묘사하는 지리학을 구축했

다. 결국 산경표와  동수경은 각각 산맥과 하천을 근간으로 한반도의 

지형과 지세를 묘사한, 벽을 이루는 조선 자연 지리학의 완성이었다고9)평

가받는다.
9)

이청은 이와 같은 역사  치를 지닌 자연 지리서  동수경의 술과 

편집에 깊숙하게 여를 한 것이다.  동수경을 보면 수많은 ‘청안(田靑案)’이 

보인다. 이는 정약용이 일차 술하거나 구술한 내용에 이청이 자세한 주석을 

달아 보충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청안’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면 모두 고

의 문헌에서 증거자료를 조사해 고증한 내용들이었다. 정약용이 기억에 의존

해 큰 틀을 세워 놓은 것에 이청이 자세한 문헌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증을 

한 것이다. 이청이 고증한 것 에는 ‘선생운(先生云)’으로 시작하면서 정약용

의 다른 작들에서 인용하는 것도 많다. 사실  동수경을 읽다보면 어느 

기록이 정약용이 술한 것이고, 이청이 술한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정

도이다.10)10)이와 같이  동수경은 사실상 정약용과 이청의 공동 서 던 것

이다. 

이청은 흑산도에 유배와 있던 정약용의 형 정약 (丁若銓)의 서에서도 

 9) 산경표와  동수경이 지닌 이와 같은 역사  의미에 한 구체 인 논의는 

楊普景, 1994 ｢조선시 의 자연인식 체계｣ 韓國史 民講座 14집, 84-92면을 참

조할 것.

10) 이러한 견해는 일 이 1962년 북한에서 번역한  동수경의 역자 머리말에서도 

보인다. 강서  외 공역, 1992 (역주)大東水經, 여강출 사, 10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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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문헌 자료를 고증해서 주석을 달아 놓고 있기도 하다.  산어보(玆

山魚譜)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어보는 흑산도에서 서

식하는 어류를 직  보고 찰한 경험  지식에 근거해 조사 정리한 조선 어

보(魚譜)의 요한 고  문헌이다.
11)11)아마도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흑산도

에서 정약 이 경험  지식에 근거해 어렵게 술해 놓은 것을 나 에 이청

이 다산 당과 인근 녹우당의 자료12)를12)활용해 고 의 문헌을 뒤져 고증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동수경과 함께 조선 어보의 고 인 
산어보도 정약 과 이청의 공동 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청은 천문역산 분야에서는 정 편을 단독으로 술했고, 

자연지리서와 어보(魚譜) 분야에서는 정약용과 정약 을 보좌해  동수경과 

 산어보를 공동으로 술했다. 이외에도 이청은 많은 술 활동을 했다. 그

러한 사실은 그와 교유 계를 지녔던 이상 (李尙迪, 1804-1865)의 언 을 통

해서 잘 알 수 있다. 이상 의 시문집 은송당집(恩誦 集)의 속집에는 이청

에 한 간략한 언 들이 보이는데, 그것에 의하면 이청은 그의 나이 70 평생

에 많은 서를 남겼으며, 정 편을 마지막 유작으로 남겼다는13)것이다.13) 물

론 정 편 이외에 이청이 술했다는 많은 서들은 재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정 편 이외의 서들

을 단독으로 술했음은 재 남아 있는 필사본 정 편의 편찬 체제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정 편은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

시 동이자(東夷子)라는 타이틀의 집 에 제17부터 제24권에 포함되어 있

다. 이를 보면 이청은 자신의 서들을 ‘동이자’라는 집으로 묶었고, 그 에 

정 편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14)따라서 이청은 정 편 이외에 

어도 16권의 독립 서를 남겼음이 분명하며,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어

11)  산어보에 담긴 내용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정명 , 2002 ｢정약 (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담긴 해양 박물학  성격｣ (서울  석사

학 논문)을 참조.

12) 정약용이 그의 연보에서 술회하는 바에 의하면 다산 당에는 어도 1000여권 

이상의 장서를 비치해 두었다. 

13) 이러한 논의는 임형택, 앞의 논문, 409-10면을 볼 것.

14) 정 편을 처음 소개한 임형택 교수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 한 바 있다. 임형

택, 앞의 논문, 4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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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내용이 담긴 책들이었을지 궁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강진에서 살았던 이청이 정 편
과 같은 단한 천문역산서를 어떻게 술할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방 한 

분량의 천문역산 지식을 종합 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감의 천문 원 출신이거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방 한 분량의 천문

역산서들을 할 수 있는 서울의 료 지식인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한 강진의 이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거의 힘든 일이었다. 조선후

기 학계가  경향(京鄕)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시  추이 다면,15)15)시

골 강진을 근거지로 하는 이청과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경화 사족들의 천문

역산 지식은 격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경향분기와 같은 조선 학풍의 시  변화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 이외의 지역 에 유난히 호남 남부지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실학자들이 18-19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홍 용이 그의 유명한 농수각에 설치한 혼천의를 비롯한 천문기구들을 제작

하게 된 계기가 동복(同福) 출신의 나경 (1689-1764)을 우연히 만나면서 음

은 유명한 일화이다. 홍 용은 나주와 화순 일 에서 강회를 열면서 호남 지

역의 학문을 주도하던 나경 과 그의 제자 안처인을 만나고, 그들의 해박한 

천문역산 지식과 정 한 기계에 한 재능과 지식에 감동을 받았다. 이 외에

도 나경 은 용미차(龍尾車)와 항승(恒升) 등의 수차(水車)를 제작했다고16)한다.
16)

용미차와 항승 등의 서양식 수차에 한 지식 정보는 나경  이래로 호남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리 알려진 지식 정보 던 듯하다. 표 인 로 

조선후기 지리학의 가로 유명한 순창 출신의 실학자 신경 (1712-1781)이 

1754년 향시에서 제출한 답안인 ｢차제책(車制策)｣을 들 수 있다.17)17)이후 신경

15) 조선후기 학계의 경향분기와 같은 시  추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유 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24-55면을 참조할 것.

16) 홍 용에 한 이러한 구체 인 논의는 김태 , 1987 홍 용평 , 민음사; 韓

永浩, 2003 ｢籠水閣 天文時計｣ 歷史學報 177집, 1-32면; 한 호․이재효․이문

규․서문호, 남문 , 1999 ｢洪大容의 測管  연구｣ 歷史學報 164집, 125-164면 

등을 참조할 것. 

17) 신경 에 한 이와 같은 구체 인 논의는 文重亮, 1997 ｢18세기 조선 水利學의 

등장과 그 추이｣ 韓國思想史學 제9집, 171-176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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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로 상경해 료생활을 하면서 조  각종의 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년)를 책임 집필하면서 지리학의 가로 

부상했다.

이와 같이 지리학의 최고 문가 던 신경 은 천문역산의 서도 남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문집 존재 서에는 천문역산 련 기록일 것으로 

추정되는 “부앙도”(俯仰圖), “의표도”( 表圖)가 목차에 보인다. 그러나 목차

에만 있을 뿐 본문에는 빠져있어 그 내용을 악할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천문역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로는 고창 출신인 황윤석을 들 수 있

다. 그는 일 이 어려서부터 이수학(理數學)에 심을 가졌고, 이수신편(理數

新編)을 편찬했다.
18)18)신경 과 황윤석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목할 만

한 학문  성숙을 이루며, 실학자로서 두각을 드러냈다면 백규(1727-1798)

는 계속해서 호남지역에 머물 던 실학자 다. 특히 그의 역사지리학 서인 
환 지(寰瀛誌)(1770년 편집, 1822년 출간)는 그의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표 서이다.19)
19)

18세기 호남의 실학자 신경 , 황윤석, 백규를 잇는 19세기의 호남 실학

자로는 하백원(河百源, 1781-1844)을 들 수 있다. 화순 출신인 하백원의 집안

은 호남 지역에서는 장서가로 유명했던 듯하다. 그의 조부 하 청은 만권의 

책을 소장한 것으로 당 에 리 알려져 있었다. 하백원의 실학자로서의 면모

는 수차(水車)의 설계도를 남긴 것에서 여실히 잘 드러난다. 그의 문집 규남

문집에는 수차의 설계도인 ｢자승차도해(自升車圖解)｣가 남아 있다. 자승차는 

하백원이 1810년 경에 창안해낸 수차 다. 이 수차를 창안하기 해서 하백원

은 왕정농서의 통  수차는 물론이고, ｢태서수법(泰西水法)｣에 담긴 서양

식 수차의 구조와 원리를 면 하게 연구했다. 그 결과 우리의 자연 조건, 즉 

하천의 구조에 당한 수차를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흐르는 물의 흐름에 의

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수차 다. 그 기에 이름을 ‘자승차(自升

車)’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 ｢자승차도해｣는 사 부 실학자로서 실용 인 기계

18) 황윤석의 과학활동과 술활동에 한 논의는 鄭誠嬉, 1992 ｢頤齋 黃胤錫의 科

學思想｣ 淸溪史學 9집, 139-187면을 참조할 것.

19) 백규에 한 더 자세한 논의는 홍환, 2005 ｢존재 백규의 학풍과 교유 계｣ 

古詩歌硏究 제15집, 227-251면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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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해 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데, 그것 뿐 아니라 자세한 부품의 

그림을 그것도 일 된 축척을 이용해 그려 놓았다는 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자승차도해｣는 조선시  체를 통

해서 사 부가 그의 문집에 자신이 개발한 기계의 설계도면과 설명문을 남긴 

유일한 문헌이 될 것이다. 이 도해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그 로 재(全載)되었다.20)
20)

이상 호남 학인들의 연구 분야를 보면 크게 세 분야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 다. 첫째는 지리학 분야이다. 18세기 후반 조선 지리학을 표하던 신경

을 비롯해서 백규, 하백원, 이청 모두 지리학과 지도학에 큰 심과 서

를 남기고 있다. 두 번째는 나경 의 혼천의와 자명종 제작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제작 기술을 들 수 있다. 나경 의 이러한 통은 이여박과 하백원의 수

차에 한 연구로 이어졌다. 세 번째는 황윤석의 천문역산 연구를 들 수 있다. 

황윤석의 이러한 통은 백규도 공유했고, 이어서 하백원과 이여박, 그리고 

나아가 이청이 이어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풍부한 

지  통이 있었지만 경향분기의 시  추이에는 어쩔 수 없었던 듯하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호남 지방에서는 최고의 천문역산 문가 다고 나름 로 

자부했던 황윤석이, 서울에 올라가 서명응과 서호수 등 서울의 고  료 지

식인들을 만나면서 수 의 차이를 통감하고 우물 안 개구리 음을 실하게 

깨달았던 일은 유명하다. 한 지리 문가 백규는 그의 환 지에서 원형 

천하도를 직  필사해 소개하면서 제목을 ‘이마두천하도’로 달 정도 다. 그 

때까지 호남 최고의 지리학자 백규는 1602년 북경에서 제작되고 곧이어 조

선에 유입되어 서울 학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구경했던 이마두(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 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청이 활동했던 19세기 반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이다. 과학기술  재능을 타고난 이청이었지만 시골 강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에는 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청은 구보다도 다산 당 소장

20) 하백원의 ‘자승차’ 발명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문 양, 1994 ｢조선후기의 水車｣ 

韓國文化 15집, 328-340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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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0여권의 장서에 할 수 있는 가까운 치에 있었다. 그러나 정약용의 

과학기술 분야에 한 은 심과 피상 인 지식의 수 을 볼 때21)21)다상

당 장서에 천문역산서들이 풍부하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청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최신의 천문역산서라면 녹우당(綠雨 )의 장서일 가능

성이 크다. 

녹우당은 윤선도가 낙향해서 지은 집으로 해남 부근 호남 학인들의 학문  

메카 역할, 즉 도서 과 학술 토론의 장소로 자리 매김을 했었다. 윤선도에 이

어 그의 증손인 윤두서(1668-1715)에 와서는 녹우당은 더욱더 학자들의 학문

 교류와 도서  역할을 담당했다.22)22)최근에는 녹우당에 소장된 문헌 에 

서양식 천문도 방성도(方星圖, 1711년)와 종합 인 천문역산서  규집요(管
窺輯要, 1652년 黃鼎 纂)가 새롭게 소개되어 알려졌다.23)23)특히 민명아의 방성

도는 얼마 까지도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이 보여 이익이 열람했다고 만 

알 수 있었던 문헌인데, 그 실물이 확인된 셈이다. 이를 통해서 녹우당에는 17

세기 이후 조선에 유입된 천문역산 련 자료들이 상당히 비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두서의 외손인 정약용은 강진 유배시 에 집필을 하면서 필요한 

서 을 녹우당을 들러 열람했을 것이다. 정약용이 이와 같이 녹우당의 장서를 

활용했다면 정약용의 술활동을 지척에서 도왔던 이청이 당연히 녹우당의 

장서들을 활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1) 이청은 정약용으로부터 자신이 심 있어 하는 천문역산 분야의 공부를  받

지 못한 듯하다. 정 편에서 자신은 천문역상의 학설에 있어서 사수(師授)의 

의(義)가 없었다고 술회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井觀編 1, 
1ㄴ면을 볼 것.  

22)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실주의  회화 기법으로 조선 

회화사에서 실학  기풍을 담은 획기 인 그림으로 우뚝 서 있는 그림이다. 실

학의 집 성자로 알려진 정약용은 그의 외손으로 정약용과는 사돈 계를 맺었

고, 성호 이익의 둘째형 이서는 그와는 단짝인 친구 다. 이와 같이 조선 회화사

에 우뚝 선 그는 천문과 지리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3) 녹우당 소장의 방성도에 한 자세한 논의는 이문 , 2001 ｢ 조  천문도의 제

작과 서양 천문도에 한 수용태도 - 국립민속박물  소장 [신구법천문도]를 

심으로-｣ 생활문물연구 3집, 5-24면; 김일권, 2005 ｢신법천문도 방성도(方星

圖)의 자료발굴과 국내 소장본 비교 고찰: 해남 녹우당과 국립민속박물   서

울역사박물  소장본을 상으로｣ 조선의 과학문화재 (서울역사박물  편), 

132-169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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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이청이 호남의 풍부한 과학기술  토양에서 자랐고, 다산

당  녹우당의 장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치에 있었지만, 그러한 배경이 

정 편이라는 문 인 천문역산서를 집필하기에 충분했다고는 확증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 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천문역산 분야의 문헌들은 서울의 문가 인 학인이라도 근이 쉽지 않은 

정도의 방 하고 문 인 문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헌들을 강진과 해

남의 녹우당에서 구하기는 거의 힘들었을 것이다. 만일 강진과 해남에서 충분

한 천문역산의 정보들을 했다면 정 편의 술이 1860년 경의 이청이 70

살이 다된 말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다면 방 하고 문 인 천문역산 분야의 수많은 문헌들을 이청은 어

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818년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강진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후 이청의 삶의 자취에서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

다. 그러나 이후 이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몇몇 기록을 통해서 추측만 가능할 뿐인데, 그것에 의하

면 이청은 상당한 기간 서울 생활을 한 듯 싶다. 컨  강진시  정약용의 

수제자 에 한사람인 황상(黃裳, 1788-1863?)이 서울에 올라와 두릉과 과천

을 오가면서 이청을 상 하 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황상의 문집에 “이

를 만나서(逢李琴招)”라는 시로 서술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오랜 만에 만났고, 스승 정약용의 유고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

을 제자들이 송구스러워하고 하고 있는데 이청은 그러한 사정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상은 그러한 이청에 해서 제자로서의 의무

를 다하지 않는다며 약간 원망하는 듯한 어투로 이청을 비 하고 있다.
24)24)

한 이청과 교유 계가 있었던 이상 이 은송당집 속집에서 어놓고 

있는 이청에 한 서술도 많은 내용을 암시해 다. 즉 나이 70이 되도록 과거

를 보았고, 결국엔 낙방했다는 것이다.
25)25)이상 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번이

나 북경을 다녀온 단한 역 (譯官)으로 문인 사 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시문에 조 가 깊은 인층 인물이었고, 김정희(金正喜, 1786-1856)의 

24) 황상의 이러한 이청에 한 묘사는 임형택, 앞의 논문, 408-9면의 내용을 참조했다.

25) 임형택, 앞의 논문, 4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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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이기도 했다. 이것을 보면 이청은 출세한 인층 역 이면서 사 부들로

부터 문인으로서도 인정을 받던 이상 과 교유를 나  정도로 서울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청은 18세기 후반 이후 천문역산가로 명성을 날리던 달성 서씨 

가문의 서자인 서팔보(徐八輔, 1825?-1854)26)와도26)긴 한 교유 계를 갖고 있

었다.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에게는 독자(獨子)인 우보(宇

輔)와 서자(庶子)인 칠보(七輔)와 팔보 둘이 있었다. 바로 임원경제지의 편

찬자이며, 조선 최고의 천문역산가 서명응과 서호수의 손인 서유구의 서자 

서팔보와 이청은 친구사이 던 것이다. 이는 정 편의 여러 곳에서 서팔보

가 계산한 천문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벗 서팔보’라고 소개하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정 편을 보면 이청의 친구 서팔보는 단한 천문역산가 음에 분

명하다. 를 들어 의상고성에 있는 건륭 갑자년(1744년)의 황 도경 도표

의 데이터에 근거해 매년의 세차(歲差)에 따른 수치의 변화를 가감해서 1853

년의 황 도경 도와 거극도수를 계산할 정도 다.27)27)이것은 1744년의 데이터

를 110년 후의 1853년 값으로 계산했고, 아울러 국 북경에서의 값을 조선 

한양의 값으로 환산한 것이었다. 

달성 서씨 집안 서유구의 서자인 서팔보는 족보 이외에는 어느 역사기록에

서도 그 흔 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유일하게 내각일력(內閣日

曆)의 철종 3년(1852년) 기사에 나온다. 그것에 의하면 그의 형 서칠보(徐七

輔)가 이 부터 검서 으로 일하던 규장각의 검서  자리에 천거되어 잠시 

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며칠 후 병으로 체되었다.28)28)이때쯤은 그가 황 도

경 도와 거극수도표를 계산하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얼마 안지나 

1854년 서팔보는 나이 30에 요 하고 말았다. 서울에 연고가 없었을 이청이 자

26) 서팔보의 생몰연 는 조창록, 2001 ｢楓石 徐有榘의  溪詩稿｣ 韓國漢文學硏

究 제28집, 296면을 참조했다. 

27) 서팔보가 계산한 1853년의 황 도경 도표와 거극도수표는 井觀編 권2 黃赤道

宿度, 17ㄴ-19ㄱ면; 距極宿度, 23ㄴ-25ㄱ면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28) 內閣日曆 철종 3년(1852년), 8월 13일조와, 9월 5일조 기사를 보면 前 提學 서

유구의 子로서 생원이던 서팔보가 1852년 8월 13일에 검서 으로 추천된다. 그

러나 곧이어 9월 5일에 병으로 다른 사람으로 체되었다. 이때 그의 형 서칠보

(徐七輔)는 이 부터 계속 검서 으로 활동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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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다 30살도 더 어린 서팔보를 ‘벗’이라 호칭할 정도로 둘 사이가 친 했던 

듯하다.

이상과 같이 강진의 한미한 아  가문의 출신으로 강진 유배생활 의 정

약용에게 발탁되어 재능을 인정받고, 몸이 불편한 정약용의 손발이 되어 그의 

술 활동을 보좌하던 이청은 황상이 술회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는 정약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생활을 한 것 같다.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서는 출세한 역  이상 과 조선 최고의 천문역산가 집

안의 서자로 역시 단한 천문역산가 던 서팔보와 교류를 하면서 방 하고 

문 인 천문역산의 지식 정보들을 할 수 있었을 듯하다. 이청은 이 게 

스승 정약용의 향에서 벗어나 이상 과 서팔보 등 주로 인층이나 서자들

과 교류하면서 동이자에 포함된 많은 문 서들을 집필했을 것이다. 

그 다면 이 게 강진 출신 이청이 정 편과 같은 문 인 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강진을 떠나 최신의 지식 정보가 풍부했던 서울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3. 정 편의 내용과 체제, 거(典據)

정 편은 천문역산 분야의 거의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 38개 항목으로 나

어 8권 3책의 분량으로 서술한 천문역산서이다. 다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권수 항  목

1
天(北極), 天九重, 左旋右旋, 日月, 日行盈縮(本天橢圓), 地 三光大 , 地 三

光遠近

2 黃極赤極(黃赤距緯, 黃白大距), 黃赤道宿度, 距極宿度, 十二次, 五星, 

3 太歲超辰, 七政遲疾, 中星, 恒星(雲漢), 北極見界諸星

4 南極隱界諸星, 諸星名義部屬, 諸星不相連絡, 雜星(慧孛)

5 交食, 歲差, 恒星東移, 地圓, 地運

6 測景, 極度高低(羅經之差), 東西便度, 日出入, 蒙氣, 節氣(管灰候氣之謬)

7 閏月, 改曆(中西曆同異, 曆元), 度分漏刻, 風雷雨露霜雹, 虹霓珥暈

8 東國曆象

<표 1> 정 편의 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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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천문역산 분야의 요한 이론과 주제들이 빠지지 않

고 총 망라되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8개의 주제들이 8개의 권

으로 나 어져 있으나, 각각의 권 별로 주제가 명확히 나 어지지는 않고 있

다. 거의 유사한 주제로 묶인 권을 들라면 권3, 권4, 그리고 권8만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권3과 권4는 일월오성과 별들 그 자체에 한 설명, 소  ‘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심이다. 그러나 ‘칠정지질’이나 ‘ 성’  ‘항성’조를 보면 

그것에 덧붙여 칠정과 항성의 운행에 한 논의도 아울러 하고 있다. 특히 칠

정의 운행과 련해서는 타원궤도로 인한 부등속 운행에 한 논의, 성과 

항성의 운행과 련해서는 주로 세차(歲差)로 인한 도수의 변화에 해서 논

의를 하고 있다. 

단일한 주제로만 이루어진 권은 유일하게 조선의 역상(曆象)에 해서 다

룬 권8일 것이다. 이 부분은 말 그 로 조선의 역상 연 과 조선의 천문 데이

터들을 정리해놓은 내용이다. 이를 해서 조선의 요한 천문서들이 활용되

었다. 즉 세종 의 천문유 와 조 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상 고｣

(1770년), 그리고 정조 의 국조역상고(1796년)가 그러한 문헌들이다. 이청

은 이러한 조선의 천문역산서들에서 조선의 천문 련 역사 기록들을 빼놓지 

않고 인용해 정리해놓고 있다. 아울러 천문 데이터들도 거의 빠짐없이 인용해

서 기록하고 있다. 국조역상고에 수록된 정조  신해년(1791년)에 서호수 

주도로 계산한 조선 팔도에서의 북극고도와 동서편도 산정 데이터
29)
와29)각 지

방에서의 일출입주야각분표,30)30)그리고 태조  을해년(1395년)의 성기,31)31)정

조  계묘년(1783년)의 항성 도경 도표32)32)등이 모두 권8에서 그 로 소개되

었다. 

뿐만 아니라 이청은 권8에서 국의 문헌 속통지(續通志)(1785년)와 수
도제강(水道提綱)(1776년)에 수록된 천문 데이터들을 찾아내 소개하고 있다. 

즉 그 문헌들에 조선의 북극고도와 동서편도가 기록되어 있음을 이청이 발견

하고 발췌해 온 것이었다. 1785년에 편찬된 ｢속통지에 조선의 북극고도가 ‘37

29) 井觀編 8 ｢東國曆象｣, 6ㄱ-ㄴ면.

30) 井觀編 8 ｢東國曆象｣, 8ㄴ-11ㄱ면.

31) 井觀編 8 ｢東國曆象｣, 17ㄴ-18ㄱ면.

32) 井觀編 8 ｢東國曆象｣, 18ㄱ-20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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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분’, 동서편도가 ‘10도 30분’으로 있는데 이것은 실측 데이터라고 소

개하고 있다.33)33)그런데 1723년에 편찬된 역상고성에는 ‘37도 39분 15 ’로 

훨씬 정확한 값이 있다. 더 정확한 역상고성의 데이터를 놔두고 속통

지의 값을 소개한 것은 의문이다. 1776년 편찬의 수도제강｣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한반도의 열 한개 지방에서의 데이터이었다. 백두산, 압록강 하

구, 토문강 하구, 양양, 라좌수 , 무안, 한라산, 미천진, 단천, 김해, 제주도

에서의 북극고도와 동서편도 값이었다.
34)34)하지만 속통지｣의 값이 실측인 것

에 비해서 이 데이터는 여도(輿圖)를 가지고 산정(算定)한 값이라고 어 

놓고 있다.35)
35)

이와 같은 권8을 제외한 나머지 권들은 다룬 내용들이 명확하게 권별로 묶

이지 않았다. 컨  북반부에서 보이는 별들에 해서 다룬 “북극 계제성

(北極見界諸星)”과 남극 주 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별들을 다룬 “남극은계제

성(南極隱界諸星)”은 동일한 권에서 다루지 못하고 각각 권3과 권4에 포함되

었다. 권5는 상이한 여러 주제로 묶인 좋은 이다. 이청은 권5에서 교식(交

食), 세차(歲差), 항성동이(恒星東移)에 해서 지원(地圓)  지운(地運)과 

함께 정리했다. 그러나 사실 교식과 세차, 그리고 항성동이의 내용은 권2에서 

다룬 황극 극(黃極赤極), 황 거 (黃赤距緯), 황백 거(黃白大距), 황 도수

도(黃赤道宿度) 등과 함께 서술․정리되면 더 좋은 내용이다. 이것들을 지구

의 형체에 해서 논의하는 “지원”,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해서 논의하는 

“지운”과 묶어서 하나의 권에서 정리한 것은 아무리 도 어울리지 않는다. 

서술 방식과 형태는 각 주제별로 고 (古今)의 문헌에 나오는 련 내용을 

발췌 정리한 후, 자신의 견해를 간에 첨가해 넣거나 마지막에 결론 으로 

어 마무리 짓는 식이었다. 따라서 천문역산 분야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

던 문제들에 한 이청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게 잘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 방

식은  동수경과  산어보의 구체 인 고증 작업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러한 고증의 작업이 정 편에서도 여실히 그 로 나타난 것

33) 井觀編 8 ｢東國曆象｣, 5ㄱ면.

34) 1791년 서호수 주도로 계산한 데이터는 8도 감 에서의 값이었기 때문에 두 데

이터는 다르다. 

35) 井觀編 8 ｢東國曆象｣, 5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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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청이 활용하고 있는 문헌은 국의 고  문헌에서부터 명․청  편찬

된 천문역산서들, 그리고 조선의 천문역산서들이 총 망라되었다. 그야말로 19

세기 반기까지 조선에 유입된 부분의 천문역산서들이 모두 활용되지 않

았나 싶다. 이청이 고증하면서 거로 단 문헌 에 주목할 만한 것들을 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 의 천문지(天文志)와 율력지(律曆志), 속문헌통고(續文獻通 )(1586
년), 그리고 주재육(朱載 )의 악률 서( 律全書) 등 서양과학이 유입되기 

이 의 천문역산서들이 고 인 천문역산 이론과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고증

하는데 방 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많이 참고 되는 문헌

들은 17세기 이후 서양과학이 래된 이후의 문헌들이었다. 그 에는 서양의 

천문역산 지식을 소개하던 한역(漢譯) 서양과학서들도 들어있다. 컨  건
곤체의(乾坤體義, 1605년),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 1607년), 천문략
(天文略, 1615년), 주제군징(主制群徵, 1629년), 공제격치(空際格致, 1633

년), 그리고 장우인(蔣友仁, 서양명은 Michel Benoist, 1715~1774)의 지구도

설(地球圖說)(1767년 간행) 등이 참고 되어 서양의 새로운 이론들이 서술 정

리되고 있다. 

이 에 지구도설은 국에서 1767년에 처음 간행되었지만 조선의 학자

로는 유일하게 최한기가 탐독한 이후 거기에 담긴 태양 심 우주론을 1857년

에 집필한 지구 요(地球典要)에서 처음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이해되던 문

헌이다. 최한기 이외에는 서울의 어떠한 학인들도 읽은 흔 을 찾을 수 없었

던 지구도설을 이청이 읽고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36)36)이청

이 지구도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부분에서이다. 하나는 권1의 

“일월(日月)”에서이다. 그것은 태양의 흑 에 한 논의와 달의 표면에 한 

36) 심지어 오주연문장 산고의 자 이규경도 부노아의 지구도설을 열람하지 

못한 것 같다. 오주연문장 산고에는 “지구도설”이라는 문헌이 여러 번 인용

되지만(즉 천지편 지리류의 ｢地球辨證說｣조, ｢萬國經緯地球圖辨證說｣조, ｢火辨證

說｣조 등), 모두 부노아의 지구도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圖書編 권29 

所收의 ｢지구도설｣ 등이었다. 특히 천지편 지리류 일월성신의 ｢月星自有本光辨

證說｣조를 보면 이규경은 완원의 주인 을 통해서 부노아(즉 장우인)를 거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규경이 지구도설을 직  열람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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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찰 내용이었다.
37)37)  다른 부분은 권8의 “지원”과 “지운”에서 지구

의 형체가 정원(正圓)이 아니고 타원이라는 내용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한 간략한 소개이었다.38)
38)

그런데 이청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정 편을 일차로 마무리 지었던 때까

지는 지구도설을 하지 않은 듯하다. 정 편에는 가필을 하거나, 부 지

를 달아서 보충해 놓은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게 보완 개정해 놓은 것 

모두 지구도설의 내용들이었다. 앞서 언 한 지구도설을 인용하면서 논의

를 벌인 부분이 모두 그러했다. 이를 보면 이청은 처음에는 지구도설을 읽

지 않은 상태에서 정 편을 마무리 지었다가 나 에 그것을 읽고 뒤늦게 보

완해 놓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한기와 이청이 지구도설
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1767년에 간행된 지구도설이 뒤늦은 1850년  이후

에 조선에 유입되어 들어오지 않았나 추정된다. 어 든 이청은 최한기와 함께 

1850-60년  지구도설을 한 유일한 조선 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청은 한역 서양과학서를 비롯해 17세기 이후 국에서 편찬되었던 

천문역산 분야의 방 한 천문역산서들을 거 참고하고 있다. 신법산서(新法

算書)(1645년)를 비롯해, 남회인(南懷仁, Verbiest)의  의상지(靈臺 象

志)(1674년), 매문정(梅文鼎, 1633-1721)의 역학의문(曆學疑問)(1693년)과 

규일후성기요(揆日候星紀要), 매각성(梅瑴成)의 역상고성(曆象 成)(1723
년), 진 (戴震賢, Kögler)의 역상고성후편(曆象 成後編)(1742년)과 흠
정의상고성(欽定 象 成)(1744-1752년) 등이 총 망라되었다. 특히 정 편
에는 조선의 다른 문헌들에서 다루는 것을 보지 못한 문헌들도 많이 보인다. 

강 (江永)의 수학(數學),  청회 (大淸 典)(1690), 수도제강(水道提

綱)(1776), 속통지(續通志)(1785)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청 에 편찬된 이

러한 문헌들은 조선의 학인으로서 인용하는 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문헌들

이었다. 이러한 천문역산서들이 모두 갖추어진 조선의 도서 이라면 유일하게 

규장각 뿐일 정도로 방 한 분량의 종합 인 천문역산서들을 이청은 참고하

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떤 채 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방 한 천문역산서

37) 이러한 기록은 井觀編 2, ｢日月｣, 18ㄱ, 19ㄴ면을 볼 것.

38) 井觀編 8, ｢地圓｣ 34ㄱ면; ｢地運｣ 39ㄴ-40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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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참고할 수 있었을까 매우 궁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청이 그의 벗이라고 

고 있는 서팔보를 통해서라면 이와 같이 방 한 자료들을 할 수 있지 않

았을까. 

한편 이청은 17세기 이후 국 지식인들의 과학담론을 담은 많은 술들을 

활용하고도 있다. 방이지(方以智, 1611-1671)의 물리소지(物理 識)와 통아

(通雅), 그의 아들 방 리(方中履, 1638-1686)의 고 석의(古今釋疑)(1682
년 간행), 그리고 완원(阮元, 1764-1845)의 주인 (疇人傳)(1799) 등이 그러

한 표 인 문헌들이었다. 그 외에도 이청은 웅명우(熊明遇, 1579-1649)의 격
치 (格致草)와 게훤(揭暄, 1625-1705?), 웅인림(熊人霖, 1604-1666), 구유병

(丘維屛, 1614-1679)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웅명우의 논의는 물리소지
를 통해서, 그리고 게훤, 웅인림, 구유병 등의 논의는 고 석의를 통해서 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청이 직  열람하고 참고한 국 학인들의 서

는 방이지의 물리소지, 방 리의 고 석의, 그리고 완원의 주인 인 셈

이다.

그 에서도 완원의 주인 과 방 리의 고 석의는 19세기 반까지도 

조선에서는 매우 하기 어려운 문헌으로 실제로 거의 거론되던 바가 없던 

서 들이다. 그 에서 완원의 주인 은 이규경이 오주연문장 산고에서 

조선 학인으로는 유일하게 남병철(1817-1863)이 소장하고 있다고 술회하는 것

처럼 19세기 조선 학인들에게는 하기 매우 어려웠던 문헌이었다.
39)39)방 리

의 고 석의 한 마찬가지이다. 이 문헌을 인용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조선

의 문헌으로는 오주연문장 상고와 이청의 정 편 이외에 재 보질 못했

다.
40)40)

특히 정 편의 서술 형태  체제와 련해서 방 리의 고 석의는 매

우 주목할 만하다. 이청이 정 편의 모델로 하고 있는 편찬 체제와 서술 방

39)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編 論史類 論史 ｢西洋通中國辨證說(附西舶通我東及疇人

傳)｣條. 

40) 이규경은 그의 오주연문장 산고의 여러 곳에서 고 석의을 발췌․정리하고 

있다.  天地篇 天文類의 ｢測量天地辨證說｣, ｢左旋右旋辨證說｣, ｢分野辨證說｣, ｢雷電

霹靂辨證說｣, ｢交食辨證說｣, ｢諸光辨證說｣, 天地篇 地理類의 ｢溫泉辨證說｣, ｢潮汐

辨證說｣, 人事篇 人事類 身形의 ｢人身藏府骨度辨證說｣,  ｢指線應時辨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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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방이지의 물리소지와 방 리의 고 석의가 아니었나 싶다. 이 책들

은 련 주제들에 한 항목들을 특별한 큰 주제로 나 지 않고 죽 나열한 

다음, 각각의 항목 내에서 고 (古今)의 고  문헌들에서 련 기록들을 조

사해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사이사이 는 맨 나 에 자신의 견해를 부연해 

놓는 서술 방식이었다. 이청은 이러한 고 석의의 편찬 방식을 정 편에
서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청은 고 석의의 기록들 부분을 정 편
에서 요하게 다루어 발췌․인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 석의의 권11과 권

1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기록41)41) 부분이 정 편에서 인용 정리되었다. 

정 편 물리소지와 고 석의 참고한 내용

권1 左旋右旋 권11 左旋右旋 天과 日月의 운행 방향

권1 地 三光大 권11 日體大 光肥影瘦說의 내용

권1 地 三光遠近 권11 日出時大而不熱 昏曉時의 日의 大  문제

권2 黃赤道宿度 권11 經星移動 黃赤道宿度가 매년 차이나는 연유

권2 五星 권11 金水附日
金․水星이 태양을 심으로 

도는 이론

권5 歲差
物理 識 권1 

歲差乃星度 日周差而歲實無差
歲差에 한 논의

권5 地圓 권11 天地之形 국 古今의 地圓說 논의들

<표 2> 정 편에서 물리소지와 고 석의에서 발췌․인용하고 있는 내용

이청이 이와 같이 그의 정 편을 술하면서 방이지의 물리소지  방

리의 고 석의를 주요 거로 삼았다면, 그 책들에 담긴 방씨(方氏) 부자

의 과학담론 역시 이청에게 큰 향을 주었을 것이다. 

41) 古今釋疑에서 천문역산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권11과 권12인데, 각각의 항

목은 다음과 같다. 권11은 天地之形, 左旋右旋, 七政遲疾, 日體大 , 交食, 日出時

大而不熱, 金水附日, 經星移動, 河漢, 雲雨霜雪雷電之理, 四行五行; 권12는 曆法, 

歲差, 曆不容不改, 曆元, 閏月, 寒暑, 晝夜, 中星, 春正正月, 分野이다. 이 논문에

서 참고한 고 석의의 본은 만의 국립 앙도서 장본을 인한 屈萬里 主

編, 1971 古今釋疑, 臺北, 學生書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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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청의 과학담론과 천문 이해

정 편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을 이 에서 모두 분석․정리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지 않는다. 다만 이청이 고 (古今)과 서(中西)의 천문역산 이

론과 지식들을 비교 정리하면서 취했던 원칙과 당시 천문역산가들과 학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제들을 심으로 살펴본다. 

1) 수시입 (隨矢立的)과 서리동(中西理同)

이청이 고 과 서의 천문역상을 이해하면서 일 되게 견지하려던 가장 

큰 원칙은 ‘수시이입 (隨矢而立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화살을 좇아서 

과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왜 화살을 좇아서 과녁을 옮겨가면서 세워야 

하는가? 한마디로 건상(乾象), 즉 천체 는 천도(天道) 자체가 불변하는 것

이 아니라 항상 으로 변하기 때문이다.42)42)이청은 무형의 사물은 만고에 불변

하지만, 유형의 사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천(天), 일

(日), 성(星) 등 모든 천체가 유형이므로 천도(天道), 일도(日道), 성도(星道)

는 모두 변이(變移)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43)43)이와 같이 천도가 항상

으로 변한다면 천문 상을 분석하는 계산의 기 , 즉 ‘불변의 천문 상수’는 존

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 의 천문학 이론과 데이터가 차이가 남은 당

연한 추세이며, 시 가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들을 수시측험(隨時測驗)

해서 변통해야 하는 것이 천문역상이라고 보았다. 그 기 때문에 천문역상의 

학문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문성을 필요로 하며, 그 지 않으면 그 단 조

차 규명할 수 없을 것이었다.44)44)그야말로 천문역상은 국과 서양의 문가들 

모두가 “ 정강구(傳精講究)하고 세세 습(世世傳習)해도 치일(致一)하지 못

할”45)45)학문이었다. 결국 시 가 흐를수록 역(曆)은 정 해지지만 그 학설은 

42) 井觀編 1, 2ㄱ면.

43) 井觀編 5 ｢歲差｣, 18ㄴ면.

44) 井觀編 1, 1ㄱ면.

45) 井觀編 1, 5ㄱ-ㄴ면.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李田靑의 井觀編 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145

결국 구하지 못할 단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측험이 정 하지 못해

서라기보다는 천도 자체가 변개(變改)하기 때문이었다.46)
46)

천문역상에서는 수시 측험이 실하다는 에서 이청은 서양 천문학의 

데이터들이 실측(實測)이라는 사실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실측에 근거했기 

때문에 서양의 역산은 상 으로 강 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청은 실

측에 의거한 확실한 데이터로 부노아의 지구도설에 있는 망원경 측 

사실들,
47)47)지구가 정원이 아니고 타원임을 밝힌 것,

48)48) 진 (戴進賢)의 의상

고성의 성좌표49)49)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수한 실측에 의한 서

양의 데이터들도 논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컨  땅와 일월오성의 크

기, 세차율 등)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청은 이 게 천문 상

수는 서인(西人)들 조차도 종국엔 견정( 定)할 수 없음을 보여 다고 결론을 

내렸다.50)
50)

천도(天道)는 변개(變改)한다는, 즉 불변의 천문 상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청의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세차(歲差)에 한 논의에서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티코 라헤(Tycho Brache, 1546-1601) 이 에 세차에 한 

동서양 천문학자들의 이해는 매년 세차의 값이 조 씩 변한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세차에 한 이해는 국의 역산가들이 공유하는 바이었고, 명말 국에

서 편찬된 한역 서양과학서들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티코 라헤가 처음으

로 세차율은 변하는 값이 아니고 매년 일정하게, 즉 1년에 51 씩 항성의 

치가 황도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밝힌 이래 서양 천문학에서는 세차율

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이러한 티코 라헤 이후의 세차에 

한 서양 천문학 이론은 신법산서(1645년)에서 처음으로 수용되었다. 그러

나 이후 조선과 국의 역산가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도 신법산서에서 정리

된 일정한 세차율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1)
51)

46) 井觀編 1, 2ㄱ면.

47) 井觀編 1 ｢日月｣, 18ㄱ, 19ㄱ면. 

48) 井觀編 5 ｢地圓｣, 34ㄱ면. 

49) 井觀編 3 ｢北極 界諸星｣, 31ㄱ면.

50) 井觀編 5 ｢恒星東移｣, 21ㄱ면.

51) 세차에 한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용훈, 2004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합｣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제5장 歲差運動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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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은 이러한 세차에 한 논의를 정 편의 여러 곳에서 다루었다. 세차

로 인해 변하는 천문 상들을 다루는 주제들에서 심 논 은 바로 세차로 

인해 달라지는 도수들의 변화에 한 논의 다. 권2의 “황 거 ”(즉 황 도

의 경사각), “황 도수도”, “거극수도”조에서의 논의가 그러했다. 국 고

(古今)의 역상에서 제시하는 도수, 그리고 서양의 천문학자들마다 제시하는 

값들이 차이가 남은 세차 상을 원리 으로 제 로 이해하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즉 역산가들이 정 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천행(天行)이라는52)것이다.52) 

권5 “세차(歲差)”와 “항성동이(恒星東移)”조에서도 마찬가지 다. 신법산서
에서 매년 일정한 값으로 세차율을 정했다고 소개하면서도, 그와는 달리 세차

율은 정율로 정할 수 없다는 방이지와 방 통 등 국 학인들의 주장에 이청

은 동의하고 있다.53)53)결국 이청은 세차와 항성동이의 도수는 견정( 定)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54)54)

이상과 같이 천도(天道)는 변개(變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측험함이 

최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천문역상은 수시입 (隨矢立的)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이청은 서(中西) 천문학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한 견지했다. 

그런데 서리동의 이러한 원칙은 부분 천문 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

이 일정하지 않으며 수시입 해야 한다는 원칙과 병행해서 용된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잇다. 이청은 기본 으로 “ 국과 서양의 천문학은 비록 나

어졌지만 그 본간(本幹)은 하나다”라는 입장을 일 되게 견지하면서 차이가 

나는 국과 서양의 수많은 천문학 이론들을 충하려 한다. 서(中西)의 이

치는 동일하며, 그 기 때문에 편의(便議)해서는 곤란하다는 태도인55)것이다.
55)

이러한 서리동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론은 아마도 서양 천문학에

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원설(地圓說)일 것이다. 이는 마테오 리치가 명말 17세

기  ｢곤여만국 도｣와 건곤체의를 편찬하면서부터 제기된 문제 는데, 

변화와 운용, 194-210면을 참조할 것.

52) 井觀編 2 ｢黃赤道宿度｣, 13ㄱ면. 

53) 이러한 논의는 井觀編 5 ｢歲差｣, 14ㄱ-16ㄴ면을 볼 것.

54) 井觀編 5 ｢恒星東移｣, 21ㄱ면.

55) 서리동(中西理同)의 원칙에 한 이러한 논의는 井觀編 1, 3ㄴ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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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  문헌과 역상 이론에 이미 지원(地圓)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혼천(渾天)과 개천(蓋天)이 결국엔 동일한 지원의 상을 그린 것이라는 

‘혼개통헌(渾盖通憲)’의 개념을 제시한 이지조(李之藻, 1565-1631) 이래의 

국과 조선의 많은 학인들이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이청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

했음은 물론이었다.  례기에서의 증자(曾子)와 진서 ｢천문지｣에서의 

혼천설은 물론이고, 황제내경, 주비산경, 소옹(邵雍), 주희(朱熹) 등에서 

모두 지원의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56)56)

세차에 한 이해에서는 서리동과 수시입 의 원칙이 더욱 분명하게 드

러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에서는 통 으로 항성의 치는 변하지 않

고 황도가 서쪽으로 매년 움직인다고 이해하는 ‘세차’설이었다. 이에 비해 서

양의 세차설은 황도는 변함이 없고 항성이 매년 황도를 따라 동쪽으로 움직

인다는 이론이었다. 결과 으로는 동일한 상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

이 설명이 달랐기 때문에 이는 국의 ‘세차’와 비교해서 ‘항성동이(恒星東移)’

라고 불 다. 이청은 정 편에서 이러한 국의 세차설과 서양의 항성동이

설을 별개의 항목으로 나 어 각각 정리하고 있다. 이청이 이해한 세차설과 

항성동이설은 어느 것을 변하지 않는 기 으로 놓고 천문 상을 찰했느냐

의 차이일 뿐이었다. 국의 세차설은 항성의 움직임, 즉 천도(天道)를 기 으

로해서 황도(즉 日道)의 변화를 찰한 것이고, 서양의 항성동이설은 반 로 

황도, 즉 일도(日道)를 기 으로 해서 항성의 움직임(즉 星道)을 찰한 차이

가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세차설과 항성동이설은 찰의 기 이 다를 뿐 이

치는 동일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국 역산가들이 모두 국의 세차설을 버리고 서양

의 항성동이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 이청의 에서 이는 바람직

하지 않았다. 천도와 일도, 그리고 성도는 모두 유형의 사물로서 불변하지 않

고 항상 으로 변하는 것이다.
57)57)따라서 어느 특정한 것만을 오로지 기 으로 

해서 다른 것을 찰함은 ‘수시입 ’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 결

국 이청은 서법만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법을 폐기해서도 안된다고 보았

56) 이청의 이러한 논의는 井觀編 5 ｢地圓｣, 27ㄱ-34ㄱ면을 볼 것.

57) 井觀編 5 ｢歲差｣, 18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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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8)58)물론 세차 이론에 한 이와 같은 이청의 이해는 분명 깊지도 않았고, 

서 세차설 비교도 옳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차에 한 이러한 이해는 사실 

국과 조선의 지식인들 부분이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결국 이청은 당시 

부분의 학인들이 공유하던 인식을 ‘수시입 ’의 천문학 원칙을 이용해 정리한 

셈이다. 

2) 이청의 지운(地運)과 비 수설 이해

이청은 그의 정 편에서 수많은 천문역상의 주제들을 고 과 서의 문

헌들을 참고해서 발췌․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부연해 고 있다. 그 에 

다른 조선 학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지운(地運)과 

비 수설에 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정 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은 부노아의 지구도설과 방 리의 고
석의를 이청이 열람하고, 거기에 담긴 과학 내용을 발췌․정리하면서 자신

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두 문헌은 

비록 고 석의가 1682년, 지구도설이 1767년에 편찬되었지만 최한기가 그

의 지구 요(1857)에서 지구도설을 활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어떤 

학인들도 열람한 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59)59)그 기 때문에 정 편에

서 두 문헌을 발췌․정리해 놓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지구도설은 태양 심의 지구 공 운동을 제시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내용을 담고 있다는 에서 이청의 지구 공  운동에 한 태도가 궁 할 수

밖에 없다. 한 방 리의 고 석의는 명말청  서양과학을 처음 한 국

의 학인들이 풍부한 형이상학  사색을 펼쳤던 생생한 내용60)을60)담고 있다는 

에서 이청이 그러한 국 학인들의 사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

58) 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청의 주장은 井觀編 5 ｢恒星東移｣, 25ㄱ면을 

볼 것.

59) 물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산고에는 고 석의의 많은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재 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36)을 참고할 것.

60) 17세기 서구과학을 처음 한 이후 국 지식인들이 펼친 풍부한 사색에 한 

자세한 논의는 임종태, 2004 ｢이방의 과학과 고  통 - 17세기 서구 과학에 

한 국  이해와 그 변천 -｣ 東洋哲學 제22집, 189-217면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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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흥미롭다.

먼  지구의 운동에 한 논의를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세기 서양 천

문학이 유입된 이후 어도 지구도설을 열람하지 않은 국과 조선의 학인

들 에도 지구의 운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로 지동설 논의를 펼쳤던 이

들이 종종 있었다. 국의 황도주(黃道周, 1585-1646)와 18세기 조선의 김석문

과 홍 용, 그리고 19세기의 정약  등이 그러한 표 인 이다.61)61)그러나 

그들의 지동설 논의는 정 한 천문학  계산이나 모델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자유로운 형이상학  사색을 펼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정

한 역법계산을 할  아는 문 인 천문역산가들은 지구의 운동을 받아들이

려 하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거부했다. 지동설을 거부한 국 최고의 역산가 

매문정의 주장을 그 로 반 한 국에서 공식 으로 편찬한 의상지(1674), 
역상고성(1723), 역상고성후편(1742) 등이 모두 그러했다. 매문정과 역상

고성의 천문학 이론을 체 으로 수용한 조선 최고의 사 부 역산가 서호

수도 마찬가지로 지구 운동을 수용하지 않았고, 동국문헌비고 ｢상 고｣는 

그러한 서호수의 생각이 그 로 반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공 운동을 담고 있는 지구도

설이 1767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국과 조선의 

역산가들은 태양 심의 지구 공 운동은 물론이고 자  운동 조차도 받아드

리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외가 있다면 조선의 최한기 다. 아마도 1850년

에 뒤늦게 처음으로 지구도설을 했을 최한기는 태양 심의 지구 공  이

론을 격 으로 수용한다. 나아가 최한기는 태양 심 우주구조와 지구를 포

함한 모든 천체의 운동을 토 로 우주 체에 한 일반  우주론인 기륜설

(氣輪說)을 확립하게 되었다.62)62)그야말로 17세기의 국 학인들과 18세기의 

61) 황도주와 정약 의 지동 논의는 용운, 2004 앞의 논문, 253-9면을 참조할 것. 

김석문과 홍 용의 지동설 논의는 李龍範, 1988 ｢李朝實學派의 西洋科學受容과 

그 限界--金錫文과 李瀷의 경우--｣, 東方學志 58집, 39-73면; 川晴久, 1980,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地動說의 成立｣, 東方學志 23-24면; 문 양, 1999 ｢18세

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지식의 성격 ― 象數學的 宇宙論을 심으로―｣ 한국과

학사학회지 21권 1호, 27-57면 등을 참조할 것.

62) 최한기의 지구 공 이론 수용과 그것에 토 를 둔 기륜설의 형성과정에 한 구

체 인 논의는 文重亮, 2003 ｢崔漢綺의 기론  서양과학 읽기와 기륜설｣ 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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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인들이 풍부한 형이상학  사색을 펼치던 모습이 부활된 듯 했다. 

최한기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지구도설을 한 이청은 어땠을까? 이청은 

먼  국의 통  사료들 에서 지운(地運)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록들을 

조사해 정리했다. 상서고령요와 하도 지상 같은 문헌들이 그러한 표

인 이었다. 이어서 서양의 코페르니쿠스(歌白泥)가 지구의 움직임을 주창했

음을 소개한다. 아마도 두 가지 설이 모두 원리 인 측면에서는 동일할 것이

라는 ‘ 서리동’의 원칙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청은 이어서 역
상고성과 의상지 등 권 인 국의 역산서들이 지운설을 소개만 하고 취

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해서 고 있다.63)63)아울러 지동을 부정하는 아리스토텔

스주의 운동이론을 설명한 공제격치의 내용을 구체 으로 소개하고64)있

다.64) 이와 같은 여러 통일되지 않은 논의들을 정리 소개하면서 이청은 끝까

지 고민한 듯하다. 그러다 이청은 뒤늦게 지구도설을 읽은 듯하다. “지운(地

運)”의 말미에 지구도설을 인용하면서 비교  상세하게 지구의 운동에 한 

논의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청이 내린 결론은 부노아의 주장도 ‘일별문(一別

聞)’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주인 의 편찬자 완원(阮元) 조차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옳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이었다.
65)65)

지운(地運)에 한 이와 같은 이청의 논의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지구도

설을 읽었던 최한기와 비교된다. 자연철학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

던 최한기에 비해서 이청은 자유로운 사색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다. 편을 가른다면 이청에게서는 역산가  모습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할까. 

부노아의 지구도설이 구체 인 서양 천문학과 지리학의 새로운 지식을 

정리 소개하는 것에 비해서 고 석의 권11-12는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국의 학인 방 리(方中履)가 고 (古今)과 서(中西)의 천문학 이론들

을 각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문헌이다. 따라서 국의 고 인 천문역산서들

에 나오는 천문 이론들이 참고 되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명말청  서양 천문

학 유입 이후에 활발하게 펼쳐졌던 국 학인들의 자연철학  사색의 논의들

文化硏究 43집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273-312면을 참조할 것.

63) 井觀編 5 ｢地運｣, 35ㄱ-36ㄱ면.

64) 井觀編 5 ｢地運｣, 38ㄴ면.

65) 井觀編 5 ｢地運｣, 40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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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에는 웅명우(熊明遇)와 웅인림(熊人霖) 부자를 비

롯해서, 방이지(方以智)와 방 리 부자, 그리고 방이지와 거의 동시 에 과학

 토론의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 (遊藝), 게훤(揭暄), 그리고 구유병

(丘維屛) 등이 자유롭게 펼쳤던 천문역산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이 잘 

소개 정리되어 있다. 

그 에 비 수설에 한 정리는 비교  이청의 개인 인 견해가 잘 드

러나 있어 흥미롭다. 소  비 수설이란 방이지와 게훤을 심으로 해서 이

루어진 일종의 학  논의이었다. 그 내용은 서양 천문학이 제시하는 태양의 

크기가 무 크다는 비 에서 시작해, 서양 천문학에서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

는데 용했던 학의 오류를 비 하고 새로운 학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

다. 그 핵심  내용은 서양인들이 햇빛이 항상 비 하고 땅의 그림자는 수척

한 사실(즉 光肥影瘦)를 모르고 빛에 비친 그림자가 소실되는 지 을 실제보

다 훨씬 짧게 잡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양의 크기를 지구의 165배나 되게 

터무니없이 크게 잡았다는 것이었다.66)66)방 리는 이러한 국 학인들의 비

수설 논의를 그의 고 석의 권11 “일체 소(日體大 )”에서 자세하게 다

루었다.
67)67)이청은 이러한 고 석의의 비 수설 기록을 정 편 권1 “지

여삼 소(地 三光大 )”에서 거의 부 인용하여 정리해 놓았다.68)
68)

이청은 이와 같은 국 학인들의 비 수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놓았는데, 사실 문제의 본질을 확하게 잡아내는 지 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비 수설에서의 핵심 인 요한 내용은 ‘햇빛이 비 하고 그림

자가 수척해서’ 일어나는 빛의 메카니즘에 한 내용이었다.69)69)이청은 이러한 

내용을 고 석의에서 정리된 기록 그 로 인용하면서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해서는 별다른 지 을 하지 않고 있다. 신에 이청은 웅인림이 논

66) 비 수설에 한 이와 같은 구체 인 논의는 임종태, 2006 ｢방이지와 게훤의 

비 수설｣ (2006년도 국역사학 회 과학사부 발표논문. 2006년 5월 27일)를 

참조. 

67) 古今釋疑 권11 ｢日體大 ｣, 1123-1132면.

68) 井觀編 1 ｢地 三光大 ｣, 28ㄱ-33ㄴ면.

69) 이 메카니즘에 한 논의는 방이지와 게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강의 내용이 古今釋疑 권11 ｢日體大 ｣, 1129-1132면에서 정리되었고, 이청은 

그것을 거의 그 로 井觀編 1 ｢地 三光大 ｣, 31ㄴ-32ㄴ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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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기 단계에서 지 한 비 에 해서 자세하게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그것은 태양이 지구의 165배라면 태양의 크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공간의 

두배나 되어야 하고, 그 다면 이 이  타오르는 거 한 태양의 열에 땅 에 

사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다.
70)70)

이청은 이러한 웅인림의 이해를 깊게 고민하지 않은 이해( 慮)에서 나온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비 했다. 이청의 비 의 이론  근거는 흥미롭게도 고

일지(高一志, Alphonsus Vagnoni, 1566-1640)의 공제격치(空際格致)(1633년 

편찬)에서 정리된 아리스토텔 스의 사원소설에 입각한 지구 주  공간에 

한 우주론 논의 다. 사원소설에 입각한 우주론에 의하면 지구는 두께가 250

리인 기역(氣域)으로 둘러싸여있고 그 둘 는 다시 두께가 46만여리나 되는 

엄청난 두께의 화역(火域)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월오성 등의 천체들은 그러

한 화역 바깥에 치했다.71)71)이청은 이와 같은 지구 주 의 우주 공간을 고려

하면 웅인림의 걱정이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화역이 불과 

지면 에서 250여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화역의 원화(元火)의 열은 태양

의 일화(日火)의 열보다 훨씬 심하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 열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태양이 지구 크기의 165배라면 지구에서 1

천만리 떨어져 있게 되는 태양의 열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

가 화역 바로 에 치한 월천(月天)이 태양열을 억제할 것이고, 아울러 화

역 아래의 차가운 구역이 한 그 열을 억제할 것이었다. 결국 웅인림처럼 태

양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72)
72)

이 게 이청은 공제격치에서 정리된 우주론 논의를 알면 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국의 학인들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논의를 펼쳤다

고 보았다. 결국 이청은 국 학인들의 서양 천문학에 한 비 과 부정을 변

론한 셈이 되었다. 실제로 이청은 국 학인들이 비 하는 것처럼 서양 천문

학은 창졸(倉卒)의 견문이 아니며, 수백년 동안 수천명이 해서 쌓은 경험

70) 웅인림의 이러한 비  주장은 古今釋疑 권11 ｢日體大 ｣, 1125-1126면; 井
觀編 1 ｢地 三光大 ｣, 30ㄱ면에 있다. 

71) 이러한 사원소설에 입각한 지구 주 의 우주 공간에 한 구체 인 논의는 空
際格致 卷上 元行性論, 8-9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72) 이청의 이와 같은 논의는 井觀編 1 ｢地 三光大 ｣, 32ㄴ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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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변론하고 있다.
73)73)천문역산의 다른 주제들에서는 서

양의 이론이 수용되면서 국의 통 인 천문 이론을 으로 폐기해서는 

곤란하다는 논조가 부분이었다면 비 수설에 한 논의를 정리하는 부분

에서는 이상과 같이 상황이 역 되고 있다. 즉 국의 학인들이 으로 부

정했던 태양의 크기에 한 서양의 학설이 폐기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법과 서법은 종국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의 천문학을 편의

(偏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용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 말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 편에서 나타난 이청의 이미지는 자연철학

자로서의 최한기와는 다소 달랐던 것 같다. 그 다고 문 인 수 의 천문역

산가로서의 남병철과도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최한기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풍부한 자연철학 인 사색은 부족해 보이며, 남병철 처럼 문가 인 역산 지

식을 지니지도 않아 보인다. 굳이 치를 정한다면 역산가로서의 경향이 더 

강한, 최한기와 남병철의 간  성격의 치에 있는 학인이었던 듯하다. 그러

나 구보다도 방 한 자료를 섭렵해 문헌고증의 방법으로 천문역산 분야의 

논란이 되었던 주제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총정리한 은 당  다른 학인들을 

능가하는 돋보이는 이었다. 특히 시골 강진의 한미한 아  집안 출신으로 

이와 같이 방 하고 문 인 자료를 섭렵해 정 편을 술했음은 높이 평

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청의 정 편은 그 동안 노론 북학 나 소론에 비해서 그 실체가 분명

하게 악되지 못했던 남인 다산 학 의 천문역산 분야의 문 인 지식을 

보여주는 유일한 서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그러나 이청이 정
편을 술한 과정과 배경을 감안하면 정약용의 다산 학 의 학인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집필한 듯하다. 즉 정 편을 집필하는 데에는 방 하

고 문 인 천문역산서의 자료가 으로 필요한 여건에서 다산 학 의 

학인들로부터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조선 최고의 천문

73) 井觀編 1 ｢地 三光大 ｣, 33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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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가로서의 가학 학풍을 지니고 있던 달성 서씨가와의 교류에서 도움이 더 

크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서명응과 서호수

의 가학을 이어받은 서유구의 아들인 서팔보를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류

계를 맺었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짐작  한다. 

결국 이청이 정 편이라는 고 (古今)과 서(中西)의 천문역상의 논의

들을 종합 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정약용이라는  실학자를 만나 10여년이 넘는 기

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다.  동수경과 같은 책을 정약용의 지도를 받으

면서 공동 작업을 통해 술했던 경험은 결코 작지 않은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는 스승의 

향권을 벗어나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면서 서팔보와 같은 천문역산의 가들

과 교류 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요한 배경이었다. 조선후기 학계의 경

향분기라는 시  추이를 감안할 때 이청이 시골 강진에 계속 머물러 있었

다면 정 편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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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Western Science and the 

Writing of the Jeong-Gwan-Pyeon by the 

19th-century Sirak Scholar Yi Cheong

Moon, Joong-yang *

74)

Yi Cheong (1792-1861) was an unique disciple who had a high degree of 

scientific knowledge on Astronomy, and Jeong-Gwan-Pyeon was also the unique 

and unusual book, written by Yi Cheong alone, dealing with comprehensive 

and a high degree of Astronomy among Great Sirak scholar, Jeong Yagyong 

school. Because Jeong Yagyong did not write any comprehensive book on 

Astronomy, this book was expected to show Jeong Yagyong school's 

scientific knowledges and discourse on Astronomy.

In this paper, I showed Yi Cheong was the scholar between Choi Han-gi, 

natural philosopher, and Nam Byeong-cheol, Astronomical-mathematician, 

who had a high degree of Astronomical knowledge. Jeong-Gwan-Pyeon, however, 

was the exceptional comprehensive book on Astronomy among Jeong 

Yagyong school. His great work was due to two causes. one was that he 

was well-disciplined by Jeong Yagyong in the ages of his early life in his 

home town, Gang-jin. The other was that he made good friends in Seoul. 

His friends in Seoul were competent Astronomical-mathematician and th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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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st book-collector in Nineteenth Century Joseon Korea. He could not 

write Jeong-Gwan-Pyeon without his friend's supports. 

Key Words : Yi Cheong, Jeong-Gwan-Pyeon, Jeong Yagyong school, 

Astronomical-mathematics of 19th century Jos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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