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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러의 타원궤도설과 카시니의 측치를 

용한 시헌력 계산법인 曆象 成後編 체계에 맞추어, 천문학 이론과 천

체운동의 계산 과정을 해설한 책이다. 태양 운동, 달 운동, 월식, 일식, 항성

의 이동 등 다섯 가지 항목에 해 각각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수치와 계산의 

차를 상세히 해설하 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기본 으로 역상고성후편을 

따랐지만, 기 인 曆元을 술연 와 가까운 1860년으로 바꾸고 황도경사

각을  象 成續編( 측기  1834년)의 23도 27분을 용하는 등 최신의 

데이터를 용하 다.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19세기 반 조선의 유학자가 도달한 천문학  이

해의 최고수 을 보여 다. 이 책에 제시된 논의에서는 18세기 국의 천문

학자이자 고증학자인 江永의 향이 나타난다. 나아가 남병철의 천문학 연

구는 乾嘉年間의 청조 고증학 의 학술  경향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핵심어: 推步續解, 推步法解, 時憲暦, 曆象 成後編, 橢圓說, 江永(1681~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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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南秉哲(1817~1863)은 그의 동생 南秉吉(1820~1869)과 함께 조선시  천문학의 

화려한 끝을 장식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 있다.1) 하지만 지 까지 이들의 천

문학에 한 구체 이고 실질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학사에 

심을 기울인 연구자가 드물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이 남긴 술이 무나 문 이어서 연구자의 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

유도 있다.2) 지 까지 남병철의 사상에 해서는 推步續解의 後記인 ｢書推步續解

後｣가 주목된 정도이고, 천문학  활동과 성과에 해서도  器輯說의 渾天

와 地球 에 한 약간의 기술 인 분석이 있을 뿐이다. 

먼  ｢書推步續解後｣는 서양과학 국원류설과 련하여 몇 차례 주목되었다. 

19세기 조선에서 “西洋科學 中國源流說(西學中源說)”이 리 받아들여지던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병철이 유독 이에 해 비 이었던 이 에 띈다.3) 

서양과학 국원류설은 한마디로 서양과학의 우수한 이론들이 사실은 고  국

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다. 黃宗羲(1610~1695)가 서양수학의 원류가 고 의 句股

法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李之藻(?~1631)가 지구설이 국고 의 개천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서양과학 국원류설의 시발 이 되었다.4) 이후 康

熙時代(1662~1722)의 탁월한 천문역산가인 梅文鼎(1633~1721)에 의해 여러 가지 

 1) 유경로, 1999 ｢조선시  3 의 천문학자｣, 한국 천문학사 연구, 녹두, 255면. 

 2) 유경로가 한국 천문학사 련 자료를 인하여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天文學篇(여강출

사, 1986)를 출간할 때, 推步續解,  器輯說 등에 짧은 해제를 붙인 것이 거의 유일하

다.

 3) ｢書推步續解後｣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문 양, 2000 ｢19세기의 사 부 과학자 남

병철｣, 과학사상 33, 109-113면; 김문식, 2001 ｢남병철이 악한 서양의 과학기술｣, 문헌

과 해석 16, 214-227면; 노 환, 2003 ｢조선후기 ‘西學中國源流說’의 개와 그 성격｣, 역사

학보 178, 125-131면; 노 환, 2010 ｢19세기 반 남병철(1817~1863)의 학문과 실 인식｣, 
이화사학연구 40, 187-193면.

 4) 서양과학 국원류설의 성립과 개에 해서는 江晓原, 鈕卫星, 2001 ｢試論淸代 ‘西學中源’
說｣, 天文西學東漸集, 上海古籍出版社, 375-387면을 참조. 그 외 임종태, 2004 ｢이방의 과

학과 고  통｣, 동양철학 22, 189-216면; 안 옥, 2009 ｢周髀算經과 西學中源說: 명
말 서학수용 이후 周髀算經 독법의 변화를 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691-727면 등에

서도 국에서 개된 서양과학 국원류설에 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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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들이 동원되면서 이 논리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매문정의 

작은 물론이요 매문정의 주장을 따랐던 康熙~乾隆(1736~1795) 年間의 청조 학인

들의 작을 통해 서양과학 국원류설을 수용한 조선의 지식인들도, 체로 서

양과학 국원류설에 동조하 다.5) 그런데, 남병철의 경우는 단히 외 이어

서, 그는 서양과학 국원류설이 “남의 것을 빼앗는 행 와 같다”고 하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은 우수한 그 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渾天 와 地球 에 한 연구는 남병철의 과학  업   측기구 분문에서 

이룬 성취의 일단을 부각시켰다. 지구의는 원래 19세기의 표  지식인  한사

람인 朴珪壽(1807~1876)가 제작한 것을 남병철이 자신의  器輯說에 소개한 것

이다. 박규수의 사상과 활동에 한 연구를 통해서 지구의가 주목되었고, 아울러 

박규수와 남병철과의 계에 해서도 여러 가지가 알려졌다.6) 한 그가 제작한 

혼천의는 필요에 따라 극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측에 제약이 많았던 

통 인 혼천의의 결함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이 은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목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던 남병철의 표

인 천문학 술인 推步續解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지녔던 천문학지식의 내용과 

수 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것은 조선후기 서양천문학이 수용되어 이해되어가는 

역사  과정 속에 推步續解를 치시켜 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康熙~乾隆 연간에 걸쳐 청나라에서 진행된 시헌력의 개선과 개편

과정의 최후 단계에 해당하는 曆象 成後編에 제시된 러의 타원궤도 운동

론을 용하여 태양과 달의 운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한 천문학 이론서이자 

 5) 조선에서 개된 서양과학 국원류설에 해서는 노 환, 1999 ｢정조  西器收容 논의: ‘
국원류설’을 심으로｣, 한국학보 94, 126-167면; 노 환, 2003, 앞의 논문, 113-139면을 참

조.

 6) 련 연구들로 다음을 참조. 金文子, 1980 ｢朴珪壽の實學: 地球 の製作を中心に｣, 朝鮮史

硏究 論文集 17, 145-165면; 손형부, 1990 ｢闢衛新編評語와 地勢 銘幷序에 나타난 박

규수의 서양론｣, 역사학보 127, 75-113면; 김명호, 1996 ｢박규수의 地勢 銘幷序에 하

여｣, 진단학보 82, 237-262면; 김명호, 남문 , 김지인, 2000 ｢남병철과 박규수의 천문의기 

제작｣, 조선시 사학보 12, 99-125면;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575-602면.

 7) 혼천의에 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용삼, 김상 , 남문 , 2000 ｢남병철의 혼천의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34, 47-57면; 김상 , 이용삼, 남문 , 2006 ｢남병철

의 혼천의 연구 II｣,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23-1, 73~92면; 김상 , 2006 ｢조
선 혼천의의 역사와 남병철의 창안｣, 충북사학 16(2006): 143-181; 김명호, 남문 , 김지인, 
2000 앞의 논문, 99-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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曆 계산 매뉴얼이다. 남병철은 이 책에서 당시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 의 천

문학  성취를 보여 다. 특히 남병철은 淸의 천문학자이자 고증학자인 江永

(1681~1762)의 推步法解를 술의 모델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남병철의 천문학 

연구가 청조 고증학 의 그것과 연 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본문에서

는 이러한 들에 해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2. 南秉哲의 생애와 술

남병철의 자는 子明 혹은 原明, 호는 圭齋, 絳雪, 鷗 , 桂塘 등이며, 시호는 文

貞이다.8) 宜寧 南氏 가문의 후 로, 先祖에는 조 때 大提學을 역임한 南有容

(1698~1773)이 있고, 남유용의 아들 南公轍(1760~1840)은 그의 從高祖이다. 남병

철은 외가와 처가가 모두 당시 세도가 던 安東 金氏 다. 어머니는 세도정권의 

핵심이었던 金祖淳(1765~1832)의 딸이며, 부인은 憲宗의 장인인 寧殷府院君 金汶

根(1801~1863)의 딸이다. 1837년(헌종 3)에 21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憲宗(재 : 

1827~1849)과 哲宗(재 : 1831~1863) 에 걸쳐 주요 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가 

생애 내내 정권의 핵심에서 국가의 요 직책을 역임할 수 있었던 데에 가문의 

배경도 한몫 했을 것이다. 헌종은 동서지간이라고 하여 그에게 특별히 “圭齋”라

는 호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1849년 라도 찰사에 임명되었고, 조참 , 형조

참 , 평안도 찰사, 조, 공조, 형조, 이조 서를 두루 맡았고, 1858년(철종 9)에 

奎章閣提學을 지냈다. 1859년(철종 9)에 홍문  제학에 임명되었고, 상감을 

통솔하는 觀象監提調를 겸하 다.

남병철은 정치 으로 안동 김씨 측에 속해있었지만, 가문 안 의 인사들과 폭

넓게 교유하 다.9) 우선 김조순을 이어 安東 金門을 이끌었던 金逌根(1801~1863)

은 남병철의 외숙이자 스승이었다. 김유근의 동생 金左根(1797~1869), 김좌근의 6

 형제 던 金 根(1796~1870), 그리고 金炳學(1821~1879) 등이 교류가 깊었던 

 8) 이하 남병철의 가계와 생애에 해서는 이노국, 2006 19세기 천문수학 서  연구, 한국학

술정보, 19-29면; 김명호, 2008 앞의 책, 310면; 노 환, 2010 앞의 논문, 169-171면 등에 의거

한다. 남병철의 가계도와 가계에 한 간단한 소개가 노규래, 1984 ｢南秉吉의 생애와 천문학｣, 
한국과학사학회지 6-1, 131-133면; 유경로, 1999 앞의 책, 242-255면 등에 있다.

 9) 남병철의 교유 계에 해서는 노 환 2010, 의 논문, 171-173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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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내 인사들이었다. 나아가 趙斗淳(1796~1870), 尹定鉉(1793~1874), 朴珪壽

(1807~1877) 등 향력 있는 학계  정계의 선배들과도 교유했는데, 각자가 圭
齋遺稿에 붙인 여러 서문에서 교유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병철은 당 는 물론 사후에도 수학과 천문학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문학에 한 술로 推步續解(1862, 4卷 3冊), 수학에 한 것으로 海鏡細艸

解(1861, 12卷 2冊), 천문기구에 한 것으로  器輯說(간년 미상, 2卷 2冊) 등

이 표작이며, 문집으로는 사후에 동생인 南秉吉이 정리하여 펴낸 圭齋遺稿
(1864, 6卷 3冊)가 있다. 추보속해는 러의 타원궤도 운동론을 용하여 태

양과 달의 운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해경세 해는 天元術(고차방정

식 풀이법)에 한 논의를 담고 있는 李冶(1192~1279, 李治로도 )의 測圓海鏡
의 체제를 따르면서 고차방정식 풀이법인 천원술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10) 의
기집설은 천문 측기구에 한 책으로, 여기에는 渾天 , 渾蓋通憲 , 簡平 , 

驗時 , 赤道高日晷 , 渾平 , 地球 , 勾陳天樞合 , 兩景揆日 , 量度  등 10

종의 천문기구의 원리와 제작법에 해 서술하 다. 특히 상하 2권으로 된 이 책

에서 상권 체를 할애하여 역 의 혼천의 제도를 검토하고 측에 편리하도록 

개량한 혼천의를 제시한 것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서양 성술에 한 내용을 담

고 있는 星要와 이슬람 역법인 회회력에 한 내용을 담은 回回曆法이라는 

책도 남병철의 작으로 추정되고 있다.11)

3. 推步續解와 술의 의도

추보속해는 총 4권 3책으로 제본되어 있는데, 태양과 달의 운동, 그리고 일식

과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이른바 曆算에 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刊年은 1862년(철종 13)이며, 활자는 19세기에 리 사용되었던 이른바 

全史字이다. 재 서울 학교 규장각에는 총 4질의 推步續解(규4930, 규4931, 

10) 南秉吉, 海鏡細艸解, ｢海鏡細艸解序｣(규장각소장 全史字本), 3-5면. 해경세 해에 한 

본격 인 소개는 오 숙, 2011 ｢海鏡細艸解 解題｣(규장각 홈페이지)를 참조.

11) 이노국, 2006 앞의 책, 104쪽에서는 星要와 回回曆法을 남병철의 술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星要는 남병철의 술임이 거의 확실하지만, 회회력법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星要에 한 필자의 분석 결과는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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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4780, 규7830)가 있는데, 지질과 보존상태는 조 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활자본

이다. 이 책은 규장각뿐만 아니라 국립 앙도서 , 장서각 등 여러 기 에 소장되

어 있다. 

추보속해의 인쇄에 사용된 활자인 全史字는, 순조의 생모인 綏嬪朴氏의 오빠 

朴宗慶(1765~1817, 호는 敦巖)이 1816년(순조 16)에 청나라 聚珍板 全史(二十一史)

의 자를 바탕으로 20만 자를 鑄成한 印書體 銅活字라고 한다.12) 이 활자로 은 

책을 “全史字版” “全史字本”이라 부르는데, 박종경의 호를 따라 “敦巖印書體字”

라고도 한다.13)  

추보속해의 형의 특징은 체로 사자본의 일반  특징과 일치한다.14) 첫

째, 추보속해는 邊欄의 四隅가 완 히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용 한 鐵亐里(쇠

우리)15)를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필자의 소견으로는 정 측정은 쉽지 않

았으나, ｢규4930｣의 경우 처음 6면에서 쇠우리의 크기가 조 씩 다른 것이 확인되

므로, “다섯 개의 쇠우리를 바꾸어가면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자본의 

일반  특징과 체로 일치한다. 세 번째로 추보속해에서는 각 면마다 계선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네 번째 추보속해의 行字數는 모두 10행 20자로 되어 있

다. 다만 割註의 경우, 1행의 계선 안에 字를 2행으로 식자하여 1행 20자가 되

어, 大字의 2배가 되었다. 다섯째 추보속해의 어미는 上白魚尾로 雙線, 雙絲가 

사용되었다.

全史字의 사용 시기의 상한은 1816년, 하한은 1922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

히 1850~60년 에는 천문서의 인쇄가 많았던 것이 특징으로 거론된다.16) 그리고 

이 때의 천문서들은 남병철과 남병길 형제의 천문학서  수학서가 부분을 차

12) 사자에 해서는 천혜 , 1997 한국서지학, 민음사, 379-380면을 참조.

13) 이 활자의 재료가 놋쇠 다는 것과 처음 주조 당시의 자 수가 략 20만자(大字 약 10만5
천 자, 字 약 4만5천 자) 다는 것은 학계에서 체로 합의되어 있다. 하지만 자체의 字

本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異見이 있다. 윤병태는 청나라 취진  사가 재까지 국내에서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을 들어 사가 자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 다. 신 그는 

정조 에 수입된 古今圖書集成의 字體가 사자의 자체와 방불하다는 것을 근거로 사

자의 자본을 고 도서집성으로 짐작하 다. 윤병태, 1992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범우

사, 385-387면.

14) 사자본의 일반  특징에 해서는 윤병태 1992 의 책, 401면 참조.

15) 인쇄 의 테두리에 는 좁다란 철 .

16) 윤병태, 1992 앞의 책, 391면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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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이 시기에 사자로 간행된 이들 형제의 수학  천문학 술은 12종에 

이른다.17) 이외에도 남병철의 사후에 동생 남병길에 의해 1864년에 간행된 6권 3

책의 규재유고 한 사자로 인쇄되었다. 남씨 형제의 술 출 에 사자가 

주로 이용된 내력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18세기 청나라의 고증학자인 江永(1681~1762)의 역산학 

연구와 깊은 련이 있는데, 특히 강 이 지은 推步法解(  5권)는 推步續解
의 모델이었다. 강 의 字는 愼修, 安徽省 婺源 출신으로 평생 동안 벼슬하지 않

고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에 념했다.18) 추보법해 외에 梅文鼎(1633~ 

1721)의 曆算學을 부연하고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數學(8권)이 유명하다.19) 수
학은 권1 ｢數學補論｣ 권2 ｢歲實消長辯｣ 권3 ｢恒氣註歷辯｣20) 권4 ｢冬至權度｣ 권5  

｢七政衍｣ 권6 ｢金水發微｣ 권7 ｢中西合法擬草｣ 권8 ｢算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병철은 추보속해에서 수학의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자신의 역법론을 

개하고 있다.  續算學(1권)이 있는데, 이 책은 수학의 권8 ｢算賸｣을 부연

하여 설명한 것으로, 직각을 포함한 구면삼각형(正弧三角形)에 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17) 이노국, 2006 앞의 책, 90-91면. 이노국은 回回曆法(필사본, 국립 앙도서  소장)을 남병

철의 술로, 그리고 全史字本으로 고 있으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책은 필사본이며 

자는 남병철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나아가 남병길이 1867년에 편찬한 選
擇紀要와 涓吉龜鑑도 사자본이며, 모두 選擇이나 占卜에 한 술수학 서 이므로 천문 · 수
학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들 형제에 의해 편찬된 사자본 천문 · 수학서는 14종이 

된다.

18) 江永에 해서는 戴震, 戴震集 上編 ｢江愼修先生事略狀｣(上海古籍出版社 標點本, 2009, 
226-230면); 錢大昕, 潛硏 集 권39, ｢江先生永傳｣(上海古蹟出版社 標點本, 2009, 705-709
면); 阮元, 疇人傳 권42 ｢江永｣(疇人傳彙編, 世界書局, 1962, 527-528면); 淸史列傳 권
68, ｢江永｣(中華書局 편집본, 1928, 36ㄴ~38ㄱ면) 등을 참조.

19) 재 數學의 본은 四庫全書本이나 守山閣叢書本의 두 종류가 알려져 있다. 四庫全書本

은 文淵閣四庫全書 제796책에, 守山閣叢書本은 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제1328~ 
1329책에 수록되어 있다. 사고 서본에는 서문이 없으며, 수산각총서본에는 ｢翼梅序｣로 되

어 있다. 서울 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數學은 守山閣叢書本으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江
永數學翼梅(규5523)로 되어 있다. 이 본을 叢書集成初編으로 발간하면서 제목을 數學
으로 바꾼 것 같다. 數學의 원래 이름은 매문정의 曆算學을 부연한다는 의미로 翼梅
다. 강 의 제자인 戴震(1723~1777)이 四庫全書에 수록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數學이 되

었다. 阮元, 疇人傳 권42 ｢江永｣(疇人傳彙編, 世界書局, 1962, 528면) 참조.

20) 阮元, 疇人傳 권42 ｢江永｣(疇人傳彙編, 世界書局, 1962, 527면)에는 ｢恒氣註術辯｣으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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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다른 술인 推步法解(  5권)는 태양과 달의 운동, 일월식, 오행성 운

동에 한 이론과 계산법을 다루고 있다. 남병철은 강 을 단히 존경하여, 추
보법해를 모델로 하면서, 강  사후 달라진 역법지식을 반 하여 “推步法解를 

이어서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책을 推步續解라고 이름 붙 다.21) 강

이 추보법해에서 용하고 있는 천체운동 이론은, 남병철이 추보속해에서 

용한 이론과 크게 다른 것이었다. 명나라 말기에 서양천문학이 수입되어 崇禎曆

書(1634)에 채용된 이래 18세기 엽까지 여러 차례 천체운동의 계산에 쓰이는 

이론과 기본수치들이 개정되었다. 미세한 보조수치의 변경, 曆元의 이동, 그리고 

천체운동 이론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었다. 그 에서 

천체운동의 기하학  모델과 그것을 계산해내는 수학  방법이 크게 변화한 세 

차례의 경우가 주목된다.

먼  명나라 말의 개력작업의 성과로 성립한 崇禎曆書를 넘겨받은 청조는 이

를 西洋新法曆書)(1645)로 이름을 고치고, 이에 기 하여 만든 매년의 曆書를 

時憲書라는 이름으로 반포하 다. 西洋新法曆書에 채용된 태양, 달, 오행성 운

동의 기본 수치, 천문학  모델, 그리고 수학  계산방법은 티코 라헤(Tycho 

Brahe, 1546~1601)의 이론과 그것을 부연한 롱고몬타 스(Longomontanus/ Severen 

Christian, 1562~1647)의 것이었다.22) 이것이 시헌력의 기 를 이루는 기반 이론의 

제1단계에 해당한다. 이것을 天聰戊辰元法 혹은 湯若望法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회사 湯若望(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이 주도하여 도입한 이론

을 용하고 역원을 1628(天聰戊辰)년으로 삼아 계산하 기 때문이다. 한편 청조

에서는 강희시  기 시헌력에 한 반 론이 거세게 제기되어 1667~1669년의 

3년간은 시헌력을 폐지하고 大統曆을 다시 사용하 고, 조선도 이를 따랐다. 그러

므로 이 3년간은 서양신법역서체계가 용된 기간에서 제외된다. 

시헌력에 용된 기반이론의 두 번째 단계는 청조에서 1726년 역서에서부터 

용한 曆象 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역상고성 체계는 梅瑴成(1682~1764)을 

21) 推步續解, ｢推步續解序｣, 1ㄱ~ㄴ(본고에서 인용하는 추보속해는 서울 학교 규장각 소

장본 규4780을 본으로 하 다. 인용처를 표시할 때는 版心의 卷次와 帳 번호를 먼  고 

면(ㄱ)과 후면(ㄴ)을 구별한다).

22) 이에 해서는 Keizo Hashimoto, 1988 Hsu Kuang-ch'i and Astronomical Reform: The Process 
of the Chinese Acceptance of Western Astronomy 1629~1635, Kansai University Press, pp.104-163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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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국인 역산학자들이 서양신법역서 체계를 개량한 것이다.23) 이 

시기에 이르러 국인 학자들은 서양천문학 이론을 완 히 이해하고 천체운동의 

계산에 새로운 측치와 이론을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  수 에서 역상고

성 체계는 서양신법역서 체계와 마찬가지로 티코 라헤의 천문학을 따르고 

있었지만, 보다 정 한 측을 기 로 천체운동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

수치들을 바꾸고 이론  설명을 명료하게 했다는 이 특징이다. 역상고성 체

계에서는 여러 기본수치들이 개정되었는데, 황도경사각의 개정(23°31’30”→

23°29’30”), 역원의 개정(1628→1684), 태양 양심차(궤도이심률의 2배)의 개정

(e=0.0358415→e=0.0358977), 태양 근지 의 치 개정, 交食 계산에서 地影半徑 

개정, 태양반경의 최 치와 최소치 개정, 오행성 계산에서 원지  치의 개정 등

이 있었다.24) 이러한역상고성의 이론체계를 용한 계산법을 康熙甲子元法 혹

은 梅瑴成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체계를 주도하여 만든 사람이 梅瑴成이고, 계

산의 기 인 역원이 1684(康熙甲子)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 하여 

성립한 역상고성 체계는 1741년까지 천체운동 계산에 안정 으로 용되어 왔

다.

1742년부터 청조에서는 다시 역상고성 체계를 폭 수정한 曆象 成後編 

체계를 용하여 천체운동을 계산하 다. 이 체계의 특징은 우선 여러 천문상수

에서는 카시니(Giovanni Cassini, 1625~1712)의 측치를 채용하여 일월식 보의 

정확도가 단히 높아진 것이고, 이론 인 면에서는 태양과 달 운동에, 그리고 결

과 으로 교식 계산에, 러의 타원궤도 운동론을 도입한 것이다.25) 이 계산법

을 雍正癸卯元法, 戴進賢法, 카시니법 등으로 부른다. 이것은 역상고성후편 체
계를 용한 계산의 역원이 1723(雍正癸卯)년이고, 이 체계를 주도 으로 도입했

던 사람이 수회사 戴進賢(Ignatius Kögler, 1680~1741)이었으며,  여기에 도입

된 천문상수가 카시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이 체계를 역상고성후편 체

계라고 부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오성운동 계산법에 한 내용은 없다. 이것은  

역상고성후편이 일월식 보에서 취약 을 드러낸 역상고성 체계를 개선하

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성립한 체계이기 때문이다.26) 나아가 역상고성후편에

23) 橋本敬造, 1970 ｢曆象 成の成立｣, 藪內淸·吉田光邦, 明淸時代の科學技術史, 京都大學人文

科學硏究所, 67면.

24) 역상고성에서 개정된 내용에 해서는 橋本敬造, 1970 의 논문, 67-85면 참조.

25) 橋本敬造, 1972 ｢橢圓法の展開｣, 東方學報 京都 42,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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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용된 우주체계는 여 히 지구 심설이었고, 여기에 도입된 러의 타원궤

도 이론은 지구를 심으로 놓은 상태에서 태양과 달의 운동을 타원궤도 이론을 

용하여 계산하는 것이었다. 역상고성후편에 없는 오행성 운동에 한 이론은 

역상고성의 체계를 그 로 용하 다. 따라서 1742년 이후 청조에서는 태양 

운동과 달 운동, 그리고 교식의 계산에는 역상고성후편 체계를 용하고, 오행

성의 운동에 해서는 역상고성을 용하 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제1단계는 1645년부터 티코 라헤의 천문학 이론을 

채용한 서양신법역서 체계, 제2단계는 1726년부터 티코 라헤 천문학 이론을 

채용하면서도 여러 기본 수치들을 개정한 역상고성 체계, 제3단계는 1742년부

터 태양 운동과 달 운동, 그리고 교식의 계산에 러의 타원궤도 이론을 용한 

역상고성후편 체계와 오행성 운동에 해서는 역상고성 체계를 용한 혼합 

체계가 시헌력의 계산에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청조에서 

개정하여 용한 와 같은 역법 이론 체계를 습득하고 용하 다. 조선에서는 

서양신법역서 체계는 1654년부터, 역상고성 체계는 1732년부터, 그리고 역
상고성후편 체계는 1743년부터 용하여 역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27)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 강 의 推步法解와 남병철의 推步續解를 치시켜 

보면, 남병철이 추보속해에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진다. 강 의  

추보법해는 1753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8) 曆象 成後編이 아닌 

역상고성 체계를 담고 있다. 반면 남병철이 추보속해를 술하던 시기에는 

태양 운동과 달 운동, 그리고 교식의 계산에 해서는 역상고성후편 체계가, 그

26) 橋本敬造, 1972 의 논문, 249면.

27) 이러한 체계를 조선에서 이해하고 용하게 되는 자세한 과정에 해서는 용훈, 2005 ｢17·
18세기 서양 천문연산학의 도입과 개 ― 시헌력의 수입과 시행을 심으로｣,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편, 韓國實學思想史硏究 4, 혜안, 278-321면을 참조. 國朝曆象 나 增補文獻

備  <象緯 > 등에서는 청조에서 曆象 成체계를 용한 1726년부터 조선에서도 이 체

계로 고쳐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가 검토해보니, 조선에서는 1732년까지 역상

고성 체계를 제 로 습득하지 못하여 청의 曆書와 조선의 曆書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 많았다.  

28) 江錦波, 汪世重 編, ｢江愼修先生年譜｣, 北京圖書館出版社 影印室 輯, 2006 乾嘉名儒年譜, 
북경도서 출 사, 398면. 이 자료는 서울 학교 과학사  과학철학 동과정의 신민철 학

형이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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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오행성에 해서는 역상고성 체계가 용되고 있었다. 남병철이 보기에 

강 의 추보법해는 태양과 달의 운동, 그리고 교식의 계산에 해서 새로운 이

론 체계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남병철은 그의 추보속해의 술 

목 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은 康熙 때의 사람이라 해설한 것은 曆象 成上編法(曆象 成: 인용자)이

다. 지 은 오직 五星만 曆象 成上編法을 그 로 쓰고 있고, 태양 운동, 달 운동은 

橢圓法으로 계산하며, 교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後編法(曆象 成後編: 인용자)으로 태양 운동, 달 운동, 교식의 세 편을 해설하

다. 오성에 한 해설은 비록 다 싣지 않지만, 선생이 써놓은  과 式例가 다르

지 않으므로, 이름 하여 推步續解라고 했다. 개 존경하고 흠모하는 뜻에 의탁한 

것이다.29)       

남병철은 강 의 추보법해를 본받아, 강  이후에 새롭게 채용된 역상고성

후편 체계를 도입하여 태양 운동과 달 운동, 그리고 교식을 계산하는 이론을 해

설하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 한 오행성의 운동에 해서는 강 의 추보법해
를 그 로 참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결론 으로 추보속해는 역상고성후편 체

계에 따라 태양 운동, 달 운동, 그리고 일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해설한 책이 되

었다. 한편, 추보속해는 이론 체계는 역상고성후편을 따르고 기본 수치들도 

체로 이를 따르고 있지만, 曆 계산의 기 인 曆元을 술연 와 가까운 1860

년으로 바꾸어 계산하거나30) 황도경사각은  象 成續編( 측기  1834년)의 

값인31) 23도 27분을 용하는 등 최신의 데이터를 용하려고 노력하 다.    

29) 推步續解 ｢推步續解序｣, 1ㄱ. “先生是康熙時人, 所解則厤象 成上編法也. 今則惟五星仍用

上編法, 而日躔月離以橢圓法算, 推步交食之法亦多不同矣. 是以余以後編法 解日躔月離交食

三編, 而五星解則雖不全 , 先生 文式例無異, 故名推步續解. 蓋寓敬慕之意爾.”

30) 推步續解 卷1 ｢日躔用數｣, 1ㄱ. “曆元咸豊十年庚申天正冬至.” 

31) 推步續解 卷3 ｢月食用數｣, 2ㄴ. “黃赤大距　二十三度二十七分.” 역상고성후편에서는 23
도 29분, 의상고성속편에서는 23도 27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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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永의 推步法解
(曆象 成 체계)

南秉哲의 推步續解
(曆象 成後編 체계)

曆象 成後編
曆元 康熙23年甲子(1684) 咸豊10年庚申(1860) 雍正元年癸卯(1723)

태양운동 권1 推日躔法
권1 推日躔用數

권1 推日躔法

권1 日躔數理

권4 日躔步法

달운동 권2 推月離法
권2 推月離用數

권2 推月離法

권2 月離數理

권4 月離步法

월식 권3 推月食法
권3 推月食用數

권3 推月食法
권3 交食數理

권5 月食步法

권6 日食步法일식 권4 推日食法

권4 推日食用數

권4 推日食法

권4 本法(用簡平 )
권4 又法(用渾天 )

오성운동
권5 推木火土三星法

권5 推金水二星法

항성
권4 推恒星用數

권4 推恒星法

각종 표

권7 日躔表

권8 月離表 上

권9 月離表 下

권10 交食表

<표 1> 推步續解와 련 서 의 내용비교

4. 推步續解의 내용 분석

1) 태양 운동

추보속해는 태양 운동, 달 운동, 월식, 일식, 항성의 이동 등 다섯 가지 항목으

로 분류하여 각각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수치와 계산의 차를 해설하고 있다. 

한 각 항목은 먼  ｢用數｣라고 이름붙인 부분에서 계산에 필요한 기본 수치들을 

제시하고, 이어 ｢推○○法｣이라고 하여 각 항목에 필요한 계산의 과정을 설명한

다. 태양에 해서도 먼  ｢推日躔用數｣에서 태양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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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기본상수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들 상수들이 천문학 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설명한다. 曆元(역 계산의 기 ), 周天(천구의 원주각, 360도), 周日

(하루를 萬分한 값), 周歲(회귀년, 365.24233442일), 歲差(황도를 따라 항성이 연간 

이동하는 각도, 52 ), 紀法(干支 주기, 60), 太陽每日平行(태양의 하루 평균 이동

각도, 3548.3290897 ), 太陽本天半徑과 半徑(태양 궤도의 장반경과 단반경), 兩

心差(궤도이심률의 2배), 卑每歲平行(근지 의 연간 이동량), 氣應(天正冬至에

서 직  甲子日까지의 시간), 卑應(근지 이 동지 에서 떨어진 각도), 한양의 

北極高度( 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에서 역원을 1860년으로 잡고, 세차를 

 象 成續編(1834년 기 )에서 채용한 최신 수치인 52 로 채택한 것이 에 

띈다.32) 남병철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본수치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한 셈이다. 

남병철은 이들 수치를 제시하면서 아울러 이들 수치가 지니는 천문학 인 의미를 

해설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천문역법에 한 입장, 

즉 천문역법론을 간취할 수 있다. 특히 역원, 세차, 태양근지 의 이동에 한 서

술은 주목할 만한데, 이에 해서는 본격 인 분석을 통해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어서 권1 ｢推日躔法｣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상수를 이용하여 실제의 태양의 

운동을 계산하는 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태양운동은 평균운동을 하는 태양

의 치에서 타원궤도상의 태양의 실제 치를 산출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

만 이 방법에는 먼  특정한 치에 있는 태양을 측하여 태양의 평균운동을 얻

어내는 방법이 제가 되어 있는데, 추보속해에서는 이 단계를 서술하지는 않

는다.33) 이것은 역상고성후편에서 태양운동을 악하는 기 인 원리를 설명

하는 과정에서 설명되고 있다. 남병철은 추보속해에서 역을 계산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제하고 평균운동에서 실질운동을 구해내는 과정부터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34) 계산을 해서는 타원의 근지 과 원지 을 지나는 

원을 보조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보조원은 평균태양의 궤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 평균태양의 치를 타원상의 실제 치로 변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32) 推步續解 卷1 ｢日躔用數｣, 1ㄱ; 推步續解 卷1 ｢日躔用數｣, 8ㄴ.

33) 태양의 평균운동을 얻어내는 방법에 한 이론  논의에 해서는 前山仁郞, 1959 ｢寬政曆

書及び寬政曆書續 ｣, 天文月報 49-3, 57-58면을 참조. 橋本敬造, 1972 앞의 논문에서도 마

에야마(前山)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34) 推步續解 卷1 ｢推日躔法｣, 1ㄱ의 “求平行”에서 평균운동을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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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방법은 ① 借積求角法, ② 借積求積法, ③ 借角求角法 등 세 가지가 알

려져 있었다.35) 그러나 앞의 두 방법은 정확하기는 하지만 계산과정이 무 복잡

하여 실제 계산에 용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의 차각구각법은 계산이 용이하

고, 이것으로 구한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결과의 차이가 거의 무시할 수 있

는 정도이다. 때문에 역상고성후편에서는 세 번째의 차각구각법을 용하 는

데, 남병철 한 이 방법에 따라 태양운동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36) 

이 방법에서는 평균근 이각(平行度)으로부터 진근 이각(實行度)을 구하는 과정

이 핵심인데, 추보속해에서도 “평균근 이각 구하기(求平行)”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계산을 거친 다음, “진근 이각 구하기(求實行)”로 이어진다.37) 이

게 하여 태양의 실제 치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이후로는 曆書에 기입하기 해 

태양의 치에 따라 정해지는 날짜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節氣時刻, 

日出入時刻과 晝夜時刻, 朦影刻分 등을 구할 수 있다.38)

2) 달 운동

추보속해 권2 ｢推月離用數｣부분에서는, 태양 운동에서 사용한 상수와 함께, 

太陰平行(달의 1일 평균 이동 각도), 高每日平行(원지 의 1일 평균 이동 각도), 

正交每日平行(황백교 의 1일 평균 이동 각도) 등 달의 운동과 련된 여러 기본 

상수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달 운동의 특성, 달 운동에 한 이론과 달 운동 측

의 역사, 보정항에 한 용어, 보정항이 필요한 이유, 보정항의 천문학  수학  

의미 등을 설명한다.

역 계산의 상이 되는 일곱 천체 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운동을 하는 

것이 달이다. 달은 지구를 하나의 으로 하는 타원궤도운동을 한다. 그러나 이 

공 운동의 양상은 경도 방향과 도 방향 양쪽에서 모두 매우 복잡하여, 실제의 

역 계산에서 달의 치를 산출하려면 평균운동에 더하거나 빼  여러 종류의 보

35) 橋本敬造, 1972 앞의 논문, 265면.

36) 曆象 成後編에서 사용된 借角求角法에 한 설명이 橋本敬造, 1972 의 논문, 256-260면
에 있다.

37) 推步續解 卷1 ｢推日躔法｣, 1ㄱ. “求平行”; 推步續解 卷1 ｢推日躔法｣, 3ㄴ. “求實行”.

38) 推步續解 卷1 ｢推日躔法｣, 8ㄱ~15ㄱ에 서술된 “求宿度” “求節氣時刻” “求節氣用時” “求日

出入晝夜時刻” “求朦影刻分” 등이 이에 해당한다.



南秉哲의 推步續解와 조선후기 서양천문학 191

정치를 설정해야 한다. 달 운동에 한 역상고성후편의 내용은, 그리고 추보속

해의 내용도, 체로 달의 평균운동으로부터 보정치를 용하여 불규칙한 실질 

운동을 구해내는 과정이다.39) 

역상고성후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달의 운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10종이나 된다.40) ① 一平均, ② 二平均, ③ 三平均, ④ 高均, ⑤ 初均, ⑥ 二均, 

⑦ 三均, ⑧ 末均, ⑨ 正交均, ⑩ 黃白交角.  이들 값을 결정하는 운동변수에도 

① 日引, ② 日距月 高, ③ 日距正交, ④ 月距日行, ⑤ 自行度 등 5종이나 있다. 

여기서 均數라고 하는 것은 체로 실질 운동을 얻기 해서 평균 운동에 가감해

주어야 할 보정값이다. 를 들어 태양 운동의 부등속 때문에 달의 평균운동이 변

하고, 달의 원지 이 움직이며, 달의 백도승교 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差를 一平均이라고 한다. 한 태양이 달의 원지 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달의 궤도이심률이 달라지면서 달의 면 속도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을 二平

均이라 한다. 나아가 白極(달 궤도의 극)이 黃極(태양 궤도의 극)을 주 로 회 하

면서 이동하면, 백도상의 각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달 운동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을 三平均이라고 한다.  

추보속해의 ｢推月離法｣에는 다양하게 제시된 상수로부터 달의 평균운동을 

얻고, 여기에 균수 등 보정치를 용하여 다시 달의 실질운동을 얻는 과정이 설명

되는데, 이는 매우 지루하고 난해하며 복잡한 수치조작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최후로 달의 황도상의 실제 치, 즉 黃道實行이 얻어지는데, 

이후에는 이 값을 가지고 역서에 필요한 合朔弦望(합, 삭, , 망이 되는 날짜와 

시각), 交宮時刻(달이 특정한 별자리에 들어가는 시각), 太陰出入時刻(달이 뜨고 

지는 시각) 등을 구한다. 남병철은 달 운동에 한 서술 부분에서 역상고성후편
의 계산법을 충실하게 용할 뿐, 태양운동에 한 서술에서와 같이 자신의 역법

론이나 독창 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39) 推步續解 卷2 ｢推月離法｣, 1ㄱ에서 시작되는 “求太陰平行” “求 高平行” “求正交平行” 
“求用平行” 등이 평균행도를 구하는 내용이고, 이어서 “求白道實行” “求黃道實行” 등이 실

질행도를 구하는 내용이다.

40) 橋本敬造, 1972 의 논문, 260-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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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식과 월식

역상고성후편에서 태양과 달의 운동을 타원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면서 

서양신법역서나 역상고성을 능가하는 정확한 食의 보계산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카시니의 측으로 얻어진 태양과 달의 정확한 치 정보가 요한 기

여를 했다. 역상고성후편에서는 태양과 달의 시직경 값이 정 해짐으로써 보

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된다.41) 서양신법역서에서 제시한 태양의 시

직경은 지구의 5배 정도, 달의 직경은 지구의 1천분의 27 정도 다. 태양까지의 

거리와 삭망 때의 달까지의 거리의 평균값은 각각 지구반경의 1142배와 56.72배

다. 이 값은 역상고성에서도 거의 변화 없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역상고성후

편에서는 달의 직경은 거의 과 변함이 없지만, 태양의 직경은 지구의 96.6배로 

이  값의 19배가 되었다. 한 태양까지의 평균거리는 지구반경의 20,626배가 되

어 이  값의 18배가 되었다. 달까지의 평균거리도 지구반경의 59.78배가 되어 엄

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망원경 측에 힘입어 수치들이 정확해지면서 역상

고성후편에서는 일월식의 정확도가 단히 높아졌던 것이다. 

추보속해의 권3~권4의 내용은 역상고성후편 제3권 ｢交食數理｣와 응한

다. 기술의 방식은 태양이나 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推月食用數｣와 ｢推日食用

數｣에서 기본상수를 먼  주고, ｢推日食法｣과 ｢推月食法｣에서 실제 계산의 과정

을 다루는 순서로 되어 있다. 기본 상수와 련하여 에 띄는 목은, 황 도 경

사각의 값으로 曆象 成後編에서 채용한 23도 29분 신에 의상고성속편
(1834년 기 )의 값인 23도 27분을 채택했다는 이다. 그 외 태양과 달의 시반경 

값 등 기본 상수들은 역상고성후편의 값과 일치한다.42)

일식 계산에 한 서술에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食甚用時(식심 때의 지방시)

를 구한 다음에 천체의 심간 거리를 구하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남병철

이 역상고성후편과 달리 두 가지 계산법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는 이다. 

추보속해에서는 이를 “本法”과 “又法”으로 불 는데, 역상고성후편에서 제출

41) 橋本敬造, 1972 의 논문, 263면.

42) 推步續解 卷3 ｢推月食用數｣, 1ㄱ~4ㄴ; 曆象 成後編 卷5 ｢月食步法｣(문연각사고 서 제

792책, 194ㄱ~195ㄴ). 두 책에서 여러 가지 應數가 서로 다른 것은 계산을 수행하기 해 설

정한 曆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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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본 인 개념에 착안하여 남병철이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  것 같다.43) 

역상고성후편의 ｢日食諸角加減圖｣에서는 “그림은 簡平 를 이용하여 로부터 

보았을 때의 방법이다. 만일 반 쪽에서 보는 모습을 따르면 渾天 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는 안쪽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천체를 

바라보는 측자의 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한다는 말이

다.44) 천구의 바깥에서 안으로 보는 방법은 簡平 法이라고 하고, 천구의 안에서 

바깥으로 보는 방식을 渾天 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병철은 이것을 각각 本法

과 又法으로 나 어 각각에 해서 계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4) 항성

마지막으로 추보속해에서는 항성에 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상고성

후편이나 강 의 추보법해에는 없는 항목이라 에 띈다. 권4의 ｢推恒星用數｣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원인 1860년의 恒星黃道經緯度(항성의 황도좌표계 상

의 경 도)이다. 남병철은 여기에서 기 년(역원)의 항성의 황도경 도를 측과 

계산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것이 “恒星

黃道應”인데, 즉 역원(기 년) 때의 항성의 황도경도와 황도 도이다. 항성의 지

평경도와 지평고도(高弧), 그리고 도경도를 측한 다음, 이 수치를 구면삼각법

의 공식에 입하여 몇 단계의 계산과정을 거친 다음, 항성의 황도경도를 계산해

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항성의 치는 세차운동에 따라 매년 조 씩 변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치가 달라지는 항성들이 정확히 언제 남 하는지를 알기 해서

는 역원 때의 기 치, 즉 恒星黃道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推

恒星用數｣라는 항목을 두고 항성의 황도경도를 제시한 이유이다. 이어지는 ｢推恒

星法｣에서는 이를 토 로 역원에서의 기 치를 두고, 역원부터 구하고자 하는 해

까지 경과한 기간과 세차율을 곱하여 목표년의 항성 황도경도를 산출한 다음, 이 

수치를 기 로 구면삼각법을 이용한 여러 계산을 통해 목표년의 항성 도경도를 

산출해낸다.45) 여기에 태양의 치를 고려하는 계산을 해주면 각 항성이 기 시

43) 推步續解 卷4 ｢推日食法｣, 8ㄱ~23ㄴ. 남병철은 지평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식인 帶食에 

해서도 本法과 又法으로 나 어 설명하 다.

44) 曆象 成後編 卷6 ｢日食諸角加減圖｣(문연각사고 서 제792책, 270ㄱ). “繪圖, 用簡平從上

視法, 若從背面觀之, 卽渾天從內視也.”



194  奎 章 閣  38

각에 남 하는지, 혹은 동서로 얼마나 치우쳤는지(偏東度, 偏西度)를 구할 수 있

다.46)

추보속해에 특별히 항성에 한 기술을 남긴 것을 볼 때, 남병철은 이론 으

로도 혼효 성과 세차운동에 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천문 서를 이끌어가는 

료로서 조선의 경 도에 맞는 時刻制度의 운용에 큰 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

인다. 통시 의 시각제도를 운 할 때는, 천체를 기 으로 한 기 시를 정하고, 

해시계나 물시계를 통해 기 시각을 생활시각으로 구 한다. 시각의 기 으로 삼

는 천체는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항성이라 할 수 있다. 밤에는 항성의 南中으로 

기 으로 삼아 물시계로 시각을 교정하므로, 항성은 기 시를 정해주는 표지요, 

물시계는 시간표시기구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통시 에 편찬된 中星記(

기별로 해진 직후와 해가 뜨기 직 에 남 하는 별을 기록한 책)는 기 항성에 

한 논의를 담고 있고, 漏籌通義(물시계 자의 운용법을 담은 책)는 시간표

시법에 한 논의를 담고 있다.

하나의 역법이 성립하고 국가에서 채용되면, 이 역법에서 정한 항성의 남 시

각을 기 로 시각이 정해진다. 이 기 항성을 昏曉中星이라고 부르는데, 혼효

성은 세차운동 때문에 해마다 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때 정 한 측정을 토

로 혼효 성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시각의 기 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측을 통하거나 이론 인 계산을 통해 혼효 성을 

다시 정하는 일을 반복한다. 조선 인 1395년에 정한 혼효 성은 ｢天象列次分野

之圖｣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세종시 에 칠정산법이 성립하면서 새

로운 혼효 성으로 바 었다.47) 규장각본 漏籌通義(규3294, 규4889, 규11580)에

도 성기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인조 연간에 새로 측정한 항성의 치를 기 으

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8) 東國文獻備 ｢象緯 ｣(1770)에서는, 1395년에 

편찬한 新法中星記의 혼효 성49)이 많이 달라져서 다시 정한다고 하면서, 새로 

혼효 성을 제시했다.50) 이것은 1744년을 기 으로 한 것이다.51) 한 정조 때에

45) 推步續解 卷4 ｢推恒星法｣, 1ㄱ.

46) 推步續解 卷4 ｢推恒星法｣, 1ㄴ.

47) 한 호, 남문 , 2008 ｢朝鮮의 更漏法｣, 東方學志 143, 176-177면.

48) 한 호, 남문 , 2008 의 논문, 187-192면.

49) 앞서 언 한 ｢天象列次分野之圖｣의 中星記를 말함.

50) 東國文獻備  卷之二 象緯 二 ｢中星｣(국역증보문헌비고 상 고1 세종 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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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金泳(1749~1817)에 의해 新法中星記(1789)가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1783년을 

기 으로 한 것이다.52) 이 값은 國朝曆象 (1796)에 실려 있다. 이처럼 시각의 

기 이 되는 성은 세차운동에 의해 해마다 달라지므로 지속 으로 최신의 값으

로 바꾸어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中星記들은 바로 

시 마다 달라진 성을 최신의 기 으로 다시 정한 것들이다.

가장 정 한 성표를 얻는 방법은 정 한 측정을 통해 측정값을 얻는 것이지

만, 이런 측을 매년 행하는 것은 노력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는 변

화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 로 측정해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효율 인 방

법은 세차 운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경과한 시간만큼의 세차량을 용

하여 성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남병철은 추보속해에서 세차운동의 원리를 

설명하고 세차량을 용하여 성을 정하는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계산을 통해 

어느 시 을 기 으로 하더라도 시각의 표 을 정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5. 江永의 학술과 그 향

천문학과 수학에 한 남병철의 탐구는 程朱學 이자 證學 로 알려진 강

으로부터 커다란 향을 받았다.53) 강 에 한 남병철의 존경심은 추보속해 

서문의 첫마디에서 “강  선생은 국의 통유(通儒)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특별

한 것이었다.54) 국에서 강 의 학문은 戴震(1723~1777)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강 과 고향이 같은 진은 강 의 술을 북경으로 가져가 刑部尙書에 

올랐던 秦蕙田(1702~1764)에게 해주었다.55) 진해 은 五禮通 (262권, 1754)

1980, 126~127면).

51) 國朝曆象  卷2 ｢中星｣( 인본 성신여자 학출 부, 1982, 401면).

52) 國朝曆象  卷2 ｢中星｣( 인본 성신여자 학출 부, 1982, 401면).

53) 江永의 학문에 한 연구는 Ping-yi Chu, 1994 “Technical Knowledge, Cultural Practices and 
Social Boundaries: Wan-nan Scholar and Recasting of Jesuit Astronomy, 1600~180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ingyi Chu, 1995 “Ch'eng-chu Orthodoxy, Evidential 
Studies and Correlative Cosmology: Chiang Yung and Western Astronomy,” Philosophy and the 
History of Science: Taiwanese Journal, Vol. 4, No. 2, pp.71~108를 참조. 

54) 推步續解 ｢推步續解序｣, 1ㄱ. “婺源江愼修先生, 中州之通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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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편찬하면서 권181~권200에 걸쳐 서술한 ｢觀象授時｣와 련한 내용에 수학
을 심으로 한 강 의 연구와 주장을 폭넓게 채용하 다.56) 한 진은 강 의 

수학을 사고 서에 수록하 다. 하지만 강 의 천문역산학에 한 후 인들

의 평가는 그리 높지 못했는데, 이유는 주로 강 이 서양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었

다는 것이었다.57)

乾嘉 연간의 국학계의 입장은, 매문정과 매문정의 입장에 동조했던 건륭연간

의 국인 학자들의 작에 향을 받아, 19세기 조선의 지식계에서도 체 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 조선에서는 명에 한 존숭의식과 함께 조선만이 

화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는 조선 화주의 의식이 여 하 기에 강 과 

같은 입장은 용인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58) 이 때문이 남병철이 강 의 입

장을 완 히 지지하며, 그를 천문역산학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업 을 성취한 사

람으로 평가한 것은 단히 이례 으로 보인다. 남병철은 추보속해 출간 이후

에 쓴 ｢書推步續解後｣에서 강 에 한 존경심을 한층 강하게 표 하 다. 그는 

강희 연간으로부터 건가 연간까지의 국에서 역산학의 최고 으로 인정되던 매

문정보다도 강 을 더 높이 평가하 다.59)

강 에 한 이와 같은 존숭의식을 지니고, 나아가 강 의 서양과학에 한 공

평무사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던 남병철은 바로 그러한 가치  때문에 서양과학 

국원류설에 해서도 단히 비 이었다. 남병철은 서양과학 국원류설에 

동원된 천문학 지식들을 매우 구체 으로 거명하며 비 했다. 남병철이 보기에 

地球說, 지역 간의 經度差, 平面-球面 投影法, 大氣屈折, 九重天說, 歲差說, 천체의 

궤도이론, 360도법 등이 모두 서양천문학에서 발 된 이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의 학자들은 이런 이론들과 국 통의 이론과의 조그마한 련성을 

55) 戴震, 戴震集 上編 ｢江愼修先生事略狀｣(上海古籍出版社 標點本, 2009, 230면). 

56) 五禮通  卷186 ｢附江氏永歲實消長辨｣; 권187 ｢附江氏永歲實消長辨｣; 권188 ｢附江氏永恒

氣註數辨｣ 등은 數學의 내용을 거의 그 로 재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곳의 割註에서 

강 의 주장을 많이 반 하 다.

57) Ping-yi Chu, 1994 의 논문, p.245. Chu는 표 으로 강 에 한 錢大昕의 평가를 소개하

고 있다. 

58)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 화사상연구, 일지사, 21-22면 참조. 정옥자는 19세기의 지식

인사회에는 華思想이 서양세력에 응하는 논리로서 여 히 유효하 음을 논증하 다.  

59) 南秉哲, 圭齋遺稿 卷5 ｢書推步續解後｣(圭齋先生文集(한국역 문집총서 616책, 경인문화

사, 1993), 352-353(이하 규재유고의 인용은 모두 이 책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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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하여 그것이 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60) 특히 남병철은 천문학

에서 이론의 진 를 단하는 가장 요한 기 은 측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라

고 주장했다. 그리고 천문학, 수학, 기계기술 같은 과학기술의 문제에 문화  의미

의 中華나 夷狄의 개념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61)

남병철은 강 의 술을 직  입수하여 열람함으로써 그로부터 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남병철이 활동하던 시기의 조선에서 강 의 술은 어렵지 않

게 입수할 수 있었다. 앞서 언 했듯이 秦蕙田의 五禮通 (1753)는 강 의 수
학에서 많은 내용을 재하고 있기에 남병철은 이를 통해서도 강 의 학술에 

근할 수 있었다.62) 잘 알려져 있다시피 五禮通 는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

도 리 참고된 책이었다. 한 1843년 錢熙祚(?~1844)가 편집한 100책의 守山閣

叢書에는 강 의 數學(제61~62책)과 推步法解(제63책)가 모두 들어 있었고, 

이 책은 조선에 수입된 것이 확실하다.63) 남병철은 추보속해의 서문에서 강

이 추보법해에서 논의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 해 언 하면서 “錢熙祚의 

변론이 자못 상세하다”고64)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조가 쓴 수산각총서본 
추보법해의 발문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다면 같은 총서에 들어있

던 강 의 數學도 남병철이 열람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6. 맺음말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18세기 국의 역산학자이자 고증학자인 江永의 推步

法解를 모델로 하여 성립한 책이다. 남병철은 강  이후에 새롭게 채용된 曆象

成後編 체계를 도입하여 태양 운동과 달 운동, 그리고 교식을 계산하는 이론을 

60) 남병철, 圭齋遺稿 권5 ｢書推步續解後｣(圭齋先生文集, 354-355면).

61) 남병철, 圭齋遺稿 권5 ｢書推步續解後｣(圭齋先生文集, 356-357면).

62) 하지만, 錢熙祚는 五禮通 에 수록된 강 의 주장은 착오가 많아서 守山閣叢書를 편집할 

때는 교정을 하 다고 한다. 錢熙祚, ｢推步法解跋｣(叢書集成初編 제1327책, 中華書局, 
1985, 1쪽). “秦氏五禮通  全 其文 惜多乖誤 爰 出校正 約分五卷.” 

63) 규장각에 소장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中原新出奇書

辨證說｣에도 120冊本으로 소개되어 있다.

64) 推步續解 ｢推步續解序｣, 1ㄱ. “然而如以距弧求距時加減從日 及以實交周求食甚交周, 又赤

緯後無所用等數條, 錢氏熙祚, 辯論頗詳.”



198  奎 章 閣  38

해설하 다. 아울러 태양 운동, 달 운동, 월식, 일식, 항성의 이동 등 다섯 가지 항

목에 해 각각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수치와 계산의 차를 상세히 해설하 다. 

기술의 방식은 체로 기본상수를 먼  주고, 역서의 작성에 필요한 수치를 도출

하는 계산의 과정을 다룬다. 추보속해는 기본 으로 역상고성후편을 따르면

서도 기 인 曆元을 술연 와 가까운 1860년으로 바꾸고 황도경사각을 
象 成續編( 측기  1834년)의 23도 27분을 용하는 등 최신의 데이터를 용

하 다. 한 曆象 成後編이나 강 의 추보속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항성의 세차이론과 혼효 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록하 다.  

남병철의 推步續解는 19세기 반 조선의 유학자가 도달한 천문학  이해의 

최고수 을 보여 다. 남병철은 이 책에서 자신이 지닌 천문학의 최신 지식을 구

사하여 천체운동에 한 이론  이해와 천체의 치를 계산하는 수학  방법에서 

극도로 문화된 논의를 개하 다. 아울러 서양천문학과 역법 이론에 한 자

신의 견해를 피력하 다. 남병철의 논의에는 18세기 국의 천문학자이자 고증학

자인 江永의 향이 나타난다. 그는 江永을 청  曆算學의 표격인 梅文鼎보다

도 높이 평가하 고, 서양과학의 우수한 이론들이 국에서 기원했다는 서양과학 

국원류설에 해서도 비 인 태도를 견지했다.

추보속해에 서술된 내용으로 볼 때, 남병철은 19세기 반의 조선 학계에서 

가장 수  높은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당시까지 동아시아에 해졌던 서양천문학을 이론 수 에서부터 이해하고 時憲

曆書의 제작에 필요한 문 인 계산 과정까지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

다. 남병철이 이처럼 문 인 수 에까지 이르도록 천문학을 연구한 이유는, 

상감을 비롯한 료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료에게 천문학이 요긴한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한편, 강 으로부터 받은 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남병철의 천문학 연구는 乾嘉年間의 청조 고증학 의 학술  경향과 연 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문학과 수학 같은 문 지식은 儒家 經典을 연구하는 

데  필수 인 지식으로 인식되었고, 남병철에 앞서 이미 강 을 표로 한 건가연

간의 고증학자들이 이러한 방면에 문 인 수 의 성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2011. 4. 20), 심사일(1차: 2011. 5. 27), 게재확정일(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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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m Pyŏng-ch’ŏl’s Chubosokhae and Western Astronomy in the 
Late Chosŏn Period

Jun, Yong Hoon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astronomical knowledge presented in the book of 

Chubosokhae 推步續解 (A Follow-up Commentary on the Astronomical Calculation, 

1862) by Nam Pyŏng-ch’ŏl 南秉哲 (1817~1863). Nam was an outstanding scholar of 

Astronomy and Mathematics in 19th century Korea and his book above showe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Western Astronomy, which was useful in issuing Western 

Calendar, Shixianli 時憲暦. Learning from the Lixiang kaocheng houbian 曆象 成後

編 (Sequel to the Compendium of Observational and Computational Astronomy, 1742), 

Nam employed the Keplerian ecliptic orbit theory (橢圓說) and calculation method 

when he explained the calendrical calculation process in his book. In the study of 

Astronomical knowledge, Chiang Yung 江永 (1681~1762), a Chinese scholar of 

Evidential Studies, was Nam’s role model, and the description style and contents of 

Nam’s Chubosokhae was strongly influenced by Jing’s Tuibufajie 推步法解 

(Commentary on Astronomical calculation). Referring frequently to Chiang’s studies in 

astronomy, and Nam proposed his own arguments on calendrical issues in 

Chubosokhae.

Keywords: Chubo sokhae 推步續解 (A Follow-up Commentary on the Astronomical 

Calculation, 1862), Shixianli 時憲暦 (Western Calendar), Lixiang kaocheng houbian 曆

象 成後編 (Sequel to the Compendium of Observational and Computational 

Astronomy, Keplerian ecliptic orbit theory (橢圓說), Chiang Yung 江永 (168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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