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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의 曆算 매뉴얼 �推步捷例�

1)

 용 훈 *

1. 머리말

2. �推步捷例�의 구성과 편집 의도

3. �推步捷例�와 련 서

4. 南秉吉의 생애와 천문학

5. �推步捷例�에 반 된 時憲曆 계산법의

    변화

6. �推步捷例�의 내용 분석

7. 맺음말

록: �推步捷例�(古7300-8)는 19세기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南秉吉(1820~1869)이 1861년

에 편찬하고 간행한 것으로, 상감의 원들이 時憲曆法에 따라 천체의 치를 계산하고 일용역

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하기 해 편찬한 역산 매뉴얼이다. 각종의 수표를 이용하여 원하는 계

산을 간단하고 빠르게 하기 한 계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계산법에 용된 수학  원리

나 천문학  의미에 한 이론 인 설명은  없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推步捷例�

와 �七政步法�(奎12508), 그리고 �作曆式�(奎12506)이라는 책을 상호 조해보면, �推步捷例�는 

�七政步法�과 �作曆式�의 합본으로부터 향을 받아 성립한 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七政步法�

(奎12508)과 �作曆式�(奎12506)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름

으로 분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 �推步捷例�에는 일용 역서에서 날짜별 길흉의기를 나타내

는 역주를 기입하는 방법도 수록하고 있다. 

핵심어 : 南秉吉(1820-1869), �추보첩례�, �칠정보법�, 역산, 작력식, 역주

* 한국학 앙연구원, 인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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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세기 반의 조선에서는 당 의 표 인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던 南秉哲

(1817~1863)과 南秉吉(1820~1869) 형제의 의해서 편찬된 천문역산학 술이 많

다.
1)

1)이들은 19세기 조선의 천문역산학 수 과 특성을 악하는 데에서 핵심 인 

작들이기 때문에 과학사 분야에서 하루 속히 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술에 한 과학사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인데, 술 자체에 한 

서지학 인 이해도 아직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한 문과학 인 것이

어서 연구자의 근이 용이하지 않다. 남병철의 천문학에 해서는 � 器集說�에 

수록된 渾天 의 구조와 복원에 한 연구와
2)

2)남병철의 �推步續解�에 한 천문

학사  분석이 있으나,
3)

3)남병길의 술에 해서는 과학사 인 면에서의 심층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병길의 천문학에 한 연구는 이 형제의 천문학  

수학 술에 해 폭넓은 서지학  조사와 술의 일반  특징을 분석한 이노국의 

연구와 한국천문학사 연구의 선구자인 고 유경로 선생이 �한국과학기술자료 계�

를 편집· 인하면서 붙인 짧은 해제를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이다. 

특히 이 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병길의 �推步捷例�는 편찬되는 사정이 복잡하

며, 나아가 편찬의 과정과 포 하는 내용의 범 로부터 조선후기 曆算學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주목되는 술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책의 반

인 특징이 언 되었으며, 이 책이 正祖 때에 편찬된 �七政步法�과 련되어 있다

1) 이노국, 2001 �19세기 천문 계서 의 서지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1 ｢19세기 천문

계서 의 서지  분석｣, �서지학연구� 22 등은 남병철과 남병길 형제의 천문학  수학 

술을 망라하여 조사하고 술의 간략한 특징을 기술하 다.

2) 이용삼․김상 ․남문 , 2000 ｢남병철의 혼천의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34; 김상 ․이용삼․남문 , 2006 ｢남병철의 혼천의 연구 II｣, J. Astron. Space 

Sci. 23(1); 김명호․남문 ․김지인, ｢남병철과 박규수의 천문의기 제작｣, �조선시 사학

보� 12(2000) ; 등을 참조. � 器集說』은 최근 남문 ․陳久金 역주, 2014 �국역 육일재

총서 1: 국역의기집설 (상하권)�(세종 왕기념사업회)로 국역되었다.

3) 용훈, 2011 ｢南秉哲의 �推步續解�와 조선후기 서양천문학｣, �규장각� 38; 2013 ｢19세기 

조선에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의 성격｣, �한국과학사학회지� 35-3 등을 참조.



․ 19세기 조선의 曆算 매뉴얼 �推步捷例�  95

는 것이 알려졌지만,
4)

4)서지학 인 면에서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과학사 인 면에서도 이 책이 포 하는 지식의 범 와 특징에 한 분석이 

실하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에서는, 반부에서 �推步捷例�의 특징과 

가치를 서지  측면을 심으로 검토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

용을 심으로 역산학 매뉴얼로서의 특징을 악하고자 한다. �推步捷例�에 한 

과학사  시각에서의 심층 해제를 작성하여 향후 본격 인 연구의 기 로 삼고자 

한다.

2. �推步捷例�의 구성과 편집 의도

규장각에 소장된 �推步捷例�(古7300-8)는 한마디로 서양천문학 지식을 이용하

여 만들어진 역법 체계인 時憲曆法에 기 를 둔 作曆 便覽(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의 曆書를 제작하고 日月食을 보하는 일을 담당하던 천문 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역 계산에 필요한 계산의 순서와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한 이 책은 역서에 시간주기의 吉凶을 나타내는 曆注를 기입하는 방법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책은 보통의 曆算 매뉴얼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推步捷例�(古7300-8)는 木活字로 인쇄되어 있으며, 上·下篇 각 1책, 체 2篇2

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체의 치를 계산하고, 역서에 역주를 기입하며, 일월식

을 보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의 계산법을 계산 단계별로 자세히 서술하 다. 上

篇의 서두에 있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이 1861년(哲宗12)에 당시 觀象監提調 던 

南秉吉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본문이 半郭 10行21字로 

되어 있고, 割註는 20行42字이며, 版心에는 목차에 따라 내용별 항목명이 표시되어 

4) 이노국, 2001 앞의 책, 92-94면; 유경로 편, 1986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天文學篇 (제9

책)� 여강출 사, 4-6면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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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목차에 표시된 항목은 上篇에 ｢日躔｣, ｢月離｣, ｢土星｣, ｢木星｣, ｢火星｣, ｢金星｣, 

｢水星｣, ｢七曜段目｣, ｢作曆式｣, ｢月食｣, ｢帶食｣의 11항목이, 하편에 ｢日食(本法, 又

法)｣, ｢帶食｣의 2항목이 소항목의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다. 

본문을 확인해보면, 上篇에서 항목인 ｢七政步法｣ 아래에서 日躔(태양), 月離

(달), 土星, 木星, 火星, 金星, 水星 등 일곱 천체의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

고, 다음 항목인 ｢七政段目步法｣에서는 행성의 合과 伏 , 그리고 四餘(計都, 

羅睺, 紫氣, 月孛)의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5)

5)세 번째 항목인 ｢作曆

式｣은 해마다 펴내는 日課曆(매월의 날짜와 曆注를 표시한 상용 역서)에 曆注를 

기입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네 번째 항목인 ｢月食步法｣은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한 내용이다. 목차에는 ｢月食步法｣ 다음에 ｢帶食｣이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帶食｣이 항목 구별 없이 ｢月食步法｣의 내용에 이어서 서술되

어 있다. 그러므로 ｢帶食｣은 네 번째 항목인 ｢月食步法｣에 속하는 소항목으로 

볼 수 있다. 

下篇은, 목차에서는 ｢日食(本法, 又法)｣, ｢帶食｣의 두 항목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日食步法上｣, ｢日食步法下 本法｣, ｢日食步法下 又法｣, ｢日食又法 附 ｣, ｢日食步法 

帶食｣ 등 네 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일식을 계산하는 본래의 방법(本法)과 약식 

계산법(又法), 그리고 지평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식인 帶食을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하 다. 하편은 이처럼 네 개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내용상 모두가 일

식 계산법인 ｢日食步法｣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推步捷例�는 ①칠정의 

치계산법을 다룬 ｢七政步法｣, ②행성의 合衝伏 과 四餘의 치계산을 다룬 ｢七政

段目步法｣, ③역주의 작성법을 다룬 ｢作曆式｣, ④월식 계산법을 다룬 ｢月食步法｣

(이상 上篇), ⑤일식계산법을 다룬 ｢日食步法｣(下篇)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

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推步捷例�의 편찬 과정과 편찬의 목 , 그리고 다루는 내용의 범 에 해 편

5) 목차에서 ｢七政段目步法｣의 다음에 ｢作曆式｣이 있고, 이것은 내용상 ｢七政段目步法｣과 마

찬가지로 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본문에서는 항목명을 한 칸 내려 었기 때문에 

｢七政段目步法｣의 하  항목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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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南秉吉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천체의 운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

하고 빠르게 구하는 것(簡捷徑求)”을 지향한다고 제하고, 때문에 역법에서는 

“여러 수표(立成)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는 방법(諸數立成及用表推

法)”이 있게 되었다고 했다.
6)

6)그가 �推步捷例�를 편집한 목 이, 數表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남병길은 “(�推步捷例�의) 印本을 本監(觀象監: 인용자)에 비치하고, 三書

와 七政을 修述하는 본보기(模楷)로 삼고자 하 다”고 하 다.
7)

7)여기서 말하는 

“三書와 七政을 修述하는” 것은 해마다 발행하는 日課曆書와 七政曆書(날짜별로 

칠정의 치를 수록한 역서)를 편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推步捷例�에 수

록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日課曆書와 七政曆書를 작성하고 일월식을 보하는 데

에 필요한 계산법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推步捷例�는 상

감 원들이 曆算을 간편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체 인 과정과 방법

을 은 “曆算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책에는 계산법에 용된 수

학  원리나 그 계산의 천문학  의미 같은 이론 인 설명은  없다. 책에서는 

목표로 하는 수치를 얻기 해 어떤 수치와 다른 수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

라는 등의 단순 연산의 과정만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이 게 간편한 연산만을 반복하게 되면, 천문 원들은 수학 ·천문학  원

리를 소홀히 하여 이론 인 이해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남병길은 이 을 우려하

여 서문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오호라, 이(�推步捷例�: 인용자)

는 천문 원이 간편하게 참고할 책일 뿐이다. 실로 오로지 이 책에다만 힘을 쓰고

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긴다면, 얼마 안 되어 回回曆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토반

(土盤)에다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질 것이니, 책을 쓰는 근본(목 )이 아니다.”
8)

8)�推

6) �推步捷例� ｢序｣, 1a. “數 , 端緖萬千, 逐歲推步之所不可廢, 則宜有簡捷徑求, 以圖省工之方, 

此曆家所以有諸數立成及用表推法也.”

7) �推步捷例� ｢序｣, 1b. “印置本監, 以備三書七政修述之模楷焉.” 

8) �推步捷例� ｢序｣, 1b. “嗟乎, 此不過臺官便覽之資而已, 苟 騖乎此, 以爲足以了事, 則不幾近  

 於回回曆生土盤 筭, 而大非述作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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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捷例�처럼 간편한 계산 매뉴얼에만 매달려 근본 인 원리에 한 이해를 소홀히 

하면, 回回曆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원리는 모른 채 계산만 반복하는 것처럼, 천문

원들의 이해가 퇴보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3. �推步捷例�와 련 서

규장각에는 목활자 인쇄본 �推步捷例�(古7300-8) 이외에도 필사본 �推步捷例�
9)

9)

(奎12618, 서명목록에는 七政步法으로 되어 있음)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필사본은 

인쇄본 �推步捷例�의 상편에 해당하며 下篇은 남아있지 않다. 이 필사본과 인쇄본

을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일치하고 4行 정도 드나듦이 있을 뿐이다. 인쇄

본에 없는 것을 필사본에서 추가한 곳이 2  있고,
10)

10)인쇄본에 있는 내용이 필사

본에서 빠진 곳이 2  있다.
11)

11)인쇄본 �推步捷例�(古7300-8)는 규장각 외에도 몇 

군데에 소장되어 있는데, 국립 앙도서 의 한국고 종합목록을 검색하면, 규장

각 이외에 이화여  도서 (표제는 �七政步法�), 미국 버클리 학 도서 , 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등에 

소장된 것이 확인된다. 한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에도 �推步捷例� 下冊이 소장

되어 있다.

�推步捷例�는 우선 上篇의 첫 번째 항목명으로 쓰인 ｢七政步法｣이라는 이름의 

책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七政步法｣이라는 최 의 항목명을 

 9) 이 책은 규장각 목록에는 �七政推步�(奎12618)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경로가 편집한 �한

국과학기술자료 계: 천문학편 (제9책)�(여강출 사, 1986)에 �推步捷例�라는 이름으로 

인되어 있다.

10) �推步捷例� 上編, ｢月食步法｣ 13a( 인 면 번호가 없는 원문은 1장에 2면이 인쇄된 

것을 각각 a, b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하 모두 같다.); �七政步法�(�한국과학기술자료

계: 천문학편 (제9책)�, 310면).

11) �推步捷例� 上編, ｢月食步法｣ 16a; �七政步法�(�한국과학기술자료 계: 천문학편 (제9

책)�,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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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름으로 잘못 어서 혼란이 발생하여 �七政步法�과 �推步捷例�는 종종 같은 

책으로 오인되어 왔다. 재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 �七政步法�(奎12618)도 사실

은 �推步捷例�라는 책인데도 책의 표제는 �七政步法�으로 되어 있다. 이화여 에 

소장된 �推步捷例�의 표제가 �七政步法�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

이다. 사실 �七政步法�(奎12508)은 �推步捷例�와 다른 책으로, 정조 때 觀象監提調

던 徐浩修(1736-1799)와 觀象監의 三曆官으로 있던 金泳(1749-1817) 등이 주도

하여 1798년에 편찬한 책이다. 그런데 이 �七政步法�(奎12508)은 체 내용이 �推

步捷例� 上篇의 ｢七政步法｣과 ｢七政段目｣을 합친 부분과 일치한다. 한 �推步捷

例� 서문에서는 “근래 日食又法과 月食步法에 한 수십 장의 종이를 보았는데, 

구의 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리 있는 설명으로 상세하게 서술된 것이 

아니라 복된 것도 많아서 算法을 아는 사람이라야 겨우 서술을 따라갈 수 있었

다. 이에 그 體例에 의거하여 日食本法과 日月五星의 계산법을 보충하고, 七曜段目

과 作曆式을 첨가하여 하나의 책을 만들었으니 이름을 推步捷例라12)하 다.”
12)
고 

하 다. 그러므로 우선 정조 때 편찬한 규장각 소장의 �七政步法�(奎12508)이 �推

步捷例�를 편찬할 때 보았다는 “수십 장의 종이”와 모종의 연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규장각 소장의 �七政步法�(奎12508)에는 칠정의 치 계산에 한 

내용만 있을 뿐 �推步捷例�의 서문에서 언 한 “日食又法과 月食步法에 한” 내

용이 없다.

앞서 언 하 듯이, �推步捷例� 上篇에는 ｢作曆式｣ 항목 다음에 ｢月食步法｣을 

두고, 下篇에 ｢日食步法上｣, ｢日食步法下 本法｣, ｢日食步法下 又法｣, ｢日食又法 附

｣, ｢日食步法 帶食｣의 항목을 두었다. 체 으로 上篇에서는 월식계산법을 두고 

하편에서는 일식계산법을 둔 셈이다. 그런데 규장각에 소장된 �作曆式�(奎12506)

이라는 책은 曆注記入法에 한 내용을 서두에 두고 후반부에서는 ｢日食步法上｣이

라는 항목에서 일식계산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推步捷例� 下篇의 일식계

12) �推步捷例� 敍, 1a-b. “近見日食又法及月食步法數十紙, 未知誰人所作, 而雖不合於立 之

體, 詳核纖悉, 不厭重複, 僅能握筭 , 亦可以徇序盡葫, 乃依其體例, 補成日食本法及日月五

星步法, 添入七曜段目及作曆式, 通爲一書, 名曰推步捷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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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과 비교해보면, 반부의 내용은 日食本法과 日食又法에 공통된 내용으로 ｢日

食步法上｣에 있는 것과 일치하다가, “五求 食甚近視” 이후에는 �推步捷例� 下篇의 

｢日食步法下 又法｣의 서술과 일치한다. 즉 �作曆式�(奎12506)에 들어있는 일식에 

한 서술은 �推步捷例� 下篇의 日食又法에 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한 �作

曆式�(奎12506)의 ｢月食步法下｣의 내용은 �推步捷例� 上篇의 ｢月食步法｣과 일치한

다. 다만 �作曆式�(奎12506)의 내용 가운데 “六求 食甚太陰黃道經緯宿度”의 끝부

분 이하는 내용이 사라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월

식 계산법에 한정해서는 �作曆式�(奎12506)이 �推步捷例�를 편집할 때 참고했다는 

“日食又法과 月食步法에 한 수십 장의 종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作曆式�(奎12506)은, �推步捷例�를 편집할 때 참고했다고 알려진 

“수십 장의 종이”이거나 그 일부 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규장각 소장의 �七政步法�(奎12508)과 �作曆式�(奎12506)이 원래 하나의 

책으로 편집되어 있었고, 이 책을 남병길이 �推步捷例�를 편집할 때 참고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들 세 책의 연 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推步捷例�는 �七政步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作曆式�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합치면 

체 으로 �推步捷例�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七政步法�(奎12508)

과 �作曆式�(奎12506)은 원래 한 책으로 묶여 있었는데, 어떤 경 에서인지, 반

부는 �七政步法�(奎12508)으로, 후반부는 �作曆式�(奎12506)으로 서로 다른 이름

을 갖게 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作曆式�(奎12506)이라는 책은 “作曆式”이라는 책의 제목과 책의 내

용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것은 이 책에 作曆式에 해당하는 曆注記入法에 한 내

용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일월식 계산법도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규장각에 소장된 �增補作曆式�(古7300-25)이라는 책을 보면, 여

기에는 일월식에 한 내용이  없고, 역주기입법에 련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월식 계산에 한 내용을 담을 책을 作曆式이라고 이름 붙인 것

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作曆式�(奎12506)의 “作曆式”이라는 표제는 원래 책의 일

부에 해당하는 항목명일 뿐인데, 책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군가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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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책이름으로 붙 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推步捷例�에 있는 ｢作曆式｣ 항목의 내용은 같은 이름의 도서인 �作曆式�

(奎12506)에 있는 역주기입법에 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作曆式�(奎12506)

에 없는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 한 규장각에 소장된 인쇄본 �增補作曆式�(古

7300-25)의 내용을 �推步捷例�의 ｢作曆式｣ 부분과 비교해보면, 내용의 배치 순서

는 조  차이가 있지만, 수록 내용은 거의 완 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推步捷例�에 있는 ｢作曆式｣ 부분은 �增補作曆式�을 참고

하여 만든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增補作曆式�(古7300-25)은 맨 마지막의 본 

注記에 “庚寅仲冬增補開刊”이라고 하 는데, 庚寅年은 1770년, 1830년, 1890년에 

해당하는데, 이 책이 1890년의 刊本이 아니라면, 그 이 의 간본을 1861년에 편집

된 �推步捷例�가 참고하 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없다.

어 거나 �推步捷例�를 편집할 때 참고한 서 은 정조 때 편찬된 �七政步法�

(奎12508)과 필사본 �作曆式�(奎12506)의 합본일 가능성이 많다는 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推步捷例� 성립에 연 된 서 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推步捷例�의 연  서 과 특성

상서 연  서 연 의 정도 비고

�推步捷例�

(古7300-8)

�七政步法�

(奎12508)

일부 내용이 일치.

일식과 월식 계산법 미수록. �七政步法�(奎12508)과 �作曆式�

(奎12506)은 원래 한 권의 책으

로 편집되었으나, 어떤 사정으

로 인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분

책되었을 가능성이 큼.
�作曆式�

(奎12506)

일식과 월식 계산법 서술이 일치.

｢作曆式｣ 항목의 서술도 일치. 

이 책의 ｢作曆式｣ 부분의 서술은 �增

補作曆式�(古7300-25)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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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南秉吉의 생애와 천문학

�推步捷例�의 편자인 南秉吉(1820~1869)의 자는 元裳, 子裳, 號는 惠泉, 六一齋, 

晩香齋, 留齋 등으로 썼다.
13)

13)1868년 이후 南相吉로 개명하여 이 시기 이후의 작

에는 南相吉로 되어 있다. 본 은 宜寧이며, 천문학과 수학 방면으로 이름이 높은 

南秉哲(1817~1863)의 친동생이다. 宜寧 南氏 가문의 24세손으로, 先祖로는 조 

때 大提學을 역임한 南有容(1698~1773)과 남유용의 아들 南公轍(1760~1840)이 

유명하다. 어머니는 정권의 핵심이었던 安東金氏 金祖淳(1765~1832)의 딸이다. 남

병길의 아버지 南久淳(1794~1853)은 海州牧使를 역임하 으며, 할아버지 南宗獻

의 양자가 되어 를 이었으며, 슬하에 병철, 병길 형제를 두었다.
14)

14)南秉吉은 

1848년(憲宗14)에 增廣試 乙科로 제, 黃海道觀察使(1858), 승정원도승지(1859), 

江原道觀察使(1863), 開成留守, 水原留守(1864), 漢城府判尹(1865), 刑曹判書, 判義

禁府事(1867), 吏曹參判(1869), 禮曹判書(1866)에 이르 고, 1869년 50세에 생을 

마쳤다. 고종 때인 1875년에 시호를 文靖으로 추증하 다. 

남병길은 1853년 아버지 南久淳이 병을 얻어 간호를 맡고 삼년상을 치른 1856

년경까지 형과 함께 직을 사임하고 묘소를 지키면서 천문학과 수학연구에 몰두

했던 것 같다. 이 분야에 한 두 사람의 작이 체로 1853년 이후에 집 되고, 

특히 <표 2>와 같이 남병길의 술은 거의 부분이 1853년 이후에 완성된 것들이

다.
15)

15)남병길은 1859년에 상감제조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16)

16)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推步捷例�의 서문에 따르면, 남병길은 1861년에 상감제조를 맡고 있었

으며, 이 시기에 �推步捷例�를 술했다. 이후 1866년에도 상감제조를 다시 맡았

고, 이때에도 상감 원들의 교육용으로 천문학서, 수학서, 택일서 등을 술했

다. 서는 천문학서, 수학서, 택일서, 시문집 등 다양하고 방 하며, �六典條例�,  

13) 이하 남병길의 가계와 생애에 해서는 노규래, 1984 ｢南秉吉의 생애와 천문학｣, �한국과학

사학회지� 6-1, 131-133면; 유경로, 1999 �한국천문학사연구�, 녹두, 242-255면 등을 참조.

14) 노규래, 1984 의 논문, 131면의 가계도를 참조.

15) 의 논문, 132면.

16) 의 논문,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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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官通 � 등 國家典籍의 발간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 고, 특히 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사후에 �阮 尺牘� 등 추사의 술을 편집하는 데에도 큰 힘을 쏟

았다. 지 까지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  내에서 남병길의 술 목록을 <표 2>

와 같이 작성하 다.
17)

17)국립 앙도서 에는 �六一齋叢書�라는 이름으로, �時憲紀要�, 

�量度 圖說� �中星表� �恒星出中入表� 등 남병길의 책과 형인 南秉哲(1817~ 

1863)의 작인 � 器輯說� �推步續解�, 그리고 이들 형제와 교류가 깊었던 中人

出身의 수학자 李尙 (1810-?)의 책인 �揆月 �가 함께 묶여 있다.

남병철의 술 가운데, 천문학에 한 �推步續解�(1862, 4卷3冊), 수학에 한 �海

鏡細艸解�(1861, 12卷2冊), 천문기구에 한 � 器輯說�(간년 미상, 2卷2冊) 등이 

남병철의 만년에 간행되었는데, 이 간행 작업에 남병길이 간여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들 형제 모두가 천문학과 수학에 한한 당  최고의 문가 으며, 술에 

담긴 지식의 내용에서도 공유되는 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병철의 문집인  

�圭齋遺稿�(1864, 6卷3冊)가 남병길에 의해서 편찬되었고, �海鏡細艸解�에는 남병

길의 서문을 썼다. 특히 남병철의 문집인 �圭齋遺稿�는 형의 사후에 남병길이 생

에 형과 교유했던 趙斗淳, 尹定鉉, 金炳學, 申錫禧, 朴珪壽, 金尙鉉 등의 인물에

게 서문을 받아서 간행한 것이다. 이로부터 남병철의 교유 범 가 동생인 남병길

의 교유 범 와 겹치고 있었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한데, 실제로 그는 형과 함께 당

시 학계  정계의 주도자 던 朴珪壽 등과 교유하 다.
18)

18)특히 남병길은 秋史 金

正喜의 제자 기 때문에 秋史文壇의 인물들과 매우 히 교류하 다. 같은 秋史

의 제자로서 醫官이었던 洪顯普(1815-?)는 1866년 무렵 남병길이 상감제조를 다

시 맡아 천문학과 수학 술의 편찬에 힘쓰던 시기에 조력하 으며, 여러 차례 남

병길의 신하여 책에 서문을 쓰기도 했다.19)19)추사의 사후에 그의 서간과 술을 

정리하는 데에 주도 으로 참여한 사람이 남병길이었으며, �阮 尺牘�, �覃揅齋詩

稿�, �阮 集� 등이 남병길의 주도로 간행되었거나 편집방향에서 남병길의 향이 

17) 의 논문; 이노국, 2006 앞의 책; 하혜정, 2007 ｢추사 작의 본 연구｣, �사학연구� 

87; 한 규, 2009 ｢19세기 여항문단과 醫官 洪顯普｣, �동방한문학� 38 등을 참조하고, 필

자가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 다.

18) 김명호, 2008 �환재박규수연구�, 창비, 565면.

19) 추사문단과의 교류에 해서는 한 규, 2009 앞의 논문, 148-151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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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

20) 한 당시 인 수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李尙 과 수학 방면에서 공동으로 술하거나 이상 의 술에 서문을 쓰는 등 

하게 교류한 사실은 과학사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南秉吉은 그의 형인 南秉哲과 함께 조선시  천문학을 표하는 세 의 천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21)21)�七政算內外編�을 함께 술하며 세종시

의 천문학을 이끈 李純之(1406~1465)와 金淡(1416~1464), 그리고 ․정조 의 

천문학 연구를 선도한 徐命膺(1716~1787)과 徐浩修(1736~1799) 부자를 이어, 조

선시  천문학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형제가 남병철과 남병길이었다. 특히 

남병철에 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차례 주목하여 왔고,
22)

22)최근에는 �推步續解�를 

심으로 그의 천문학에 해서도 상세한 분석이 시도된 이 있다.
23)

23)하지만 과

학사 학계에서 남병길은 그 형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인지 그의 수학 

술에 한 수학사 학계의 연구를 제외하면,
24)

24)천문학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25)

20) 하혜정, 2007 앞의 논문, 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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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문 양, 2000 ｢19세기의 사 부 과학자 남병철｣, �과학사상� 33; 김문식, 2001 ｢남병철이 

악한 서양의 과학기술｣, �문헌과 해석� 16; 이노국, 2001 앞의 논문; 노 환, 2003 ｢조

선후기 ‘西學中國源流說’의 개와 그 성격｣, �역사학보� 178; 이노국, 2006 �19세기 천문

수학 서  연구�, 한국학술정보; 노 환, 2010 ｢19세기 반 남병철(1817~1863)의 학문

과 실 인식｣, �이화사학연구� 40 등을 참조.

23) 용훈, 2011 ｢南秉哲의 �推步續解�와 조선후기 서양천문학｣, �규장각� 38; 2013 ｢19세기 

조선에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의 성격｣, �한국과학사학회지� 35-3 등을 참조.

24)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조진 ․남 만, 2011 ｢算學正義 下篇에 나타난 

조선시  多元術에 하여｣,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27-4; 윤혜순, 2011 ｢조선

의 勾股術과 方程式論｣, �한국수학사학회지� 24-4; 정해남, 2011 ｢｢九章算術｣과 남병길의 

｢九章術解｣의 교육  활용 방안｣,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14-2; 홍성

사․홍 희․김창일, 2008 ｢19세기 조선의 句股術｣, �한국수학사학회지� 21-2; 홍성사․

홍 희, 2007 ｢조선 수학과 四元玉鑑｣, �한국수학사학회지� 20-1;     , ｢남병길의 방정식

론｣, �한국수학사학회지� 20-2; 홍성사, 2006 ｢조선 산학의 垜術｣, �한국수학사학회지� 

19-2; 홍 희, 2006 ｢조선 算學과 數理精蘊｣, �한국수학사학회지� 19-2); 홍 희, 2005 ｢不

定方程式의 역사｣, �한국수학사학회지� 18-3; 홍성사․홍 희․장혜원, 2005 ｢飜積과 益

積의 역사｣, �한국수학사학회지� 18-3; 유인 ․고승 , 2005 ｢海鏡細草解 개 ｣, �한국수

학사학회지�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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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병길의 술 일람

분야 서명(책, 권수) 편찬 연도

천문학

星鏡(2권2책) 1861

時憲紀要(2권2책) 1860

推步捷例(2권2책) 1861

中星新表(2책) 1853

重修中星表(1책) 1864

春秋日食攷(1책) 미상(1861?)

恒星出中入表(1책) 1854?

太陽更漏表(1책) 1867

量度 圖說(1책) 1855

택일서
選擇紀要(2권2책) 1867

涓吉龜鑑(涓吉雜 )(2권2책) 1867

수학서

算學正義(3권3책) 1867

九章術解(9권2책) 1856

劉氏句股術要圖解(1책) 미상

測量圖解(1책) 1858

緝古演段(1책) 1869

無異解(1책) 1855

數學節要(1책) 미상

識別離記注艸 (1책) 미상

玉鑑細艸詳解 (1책) 미상

5. �推步捷例�에 반 된 時憲曆 계산법의 변화

�推步捷例�에 서술된 천체운동의 계산법은 1654년(효종 5)부터 조선의 공식 역

25) 유경로가 한국 천문학사 련 자료를 인하여 �한국과학기술사자료 계: 천문학편(제9

책)�(여강출 사, 1986)를 출간할 때, �時憲紀要�, �量度 圖說�, �星鏡�, �推步捷例� 등

에 짧은 해제를 붙인 것이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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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채용되어 1896년 태양력을 채용하기 까지 지속 으로 사용되어 온 時憲

曆의 그것이다. 천체운동 계산법은 크게 태양과 달의 경우와 오행성의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태양과 달은 �曆象 成後編�(1741)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

지만, 오행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이 에 성립한 �曆象 成�(1723)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 다. 남병길이 이 게 일월과 오성에 해 서로 다른 체계의 계산

법을 �추보첩례�에 수록하게 된 것은, 淸朝에서 18세기 반까지 여러 차례 계산

법을 개정하여 최종 으로 1742년부터는 태양과 달에 해, 그리고 오행성에 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산법을 확립하 고, 이것을 조선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명나라 말기에 서양천문학이 수입되어 �崇禎曆書�(1634)에 채용된 이래 18세기 

엽까지 여러 차례 천체운동 계산법과 사용되는 기본 상수들이 개정되었다. 曆元

의 이동, 천체운동을 구 하는 기하학  이론의 변경, 그리고 천문 상수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었다. 그 에서 천체운동의 기하학  모

델과 그것을 계산해내는 수학  방법은 크게 세 차례 변화하 다. 먼  明末에 서

양천문학을 도입하여 천체운동 계산법을 수립한 �崇禎曆書�가 성립하 다. 그러나 

明에서는 改曆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崇禎曆書�에 포함된 계산법은 고스란히 淸

朝에 넘겨졌다. 淸朝에서는 �西洋新法曆書�(1645)로 역법서의 이름을 바꾸고, 여기

에 수록된 계산법을 채용하여 時憲曆(흔히 時憲曆이라 부름)을 반포하게 되었다. 

�西洋新法曆書�에 채용된 태양, 달, 오행성 운동의 천문학  모델과 수학  계산방

법은 티코 라헤(Tycho Brahe, 1546-1601)의 이론을 채용한 것이었다.
26)

26)이 계산

법은 조선에서도 효종 때(1654)부터 채용하 다. �西洋新法曆書�의 계산법은 80년 

이상 계속 사용하자 계산가 실제의 천체운행이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청조에서

는 梅瑴成(1682-1764) 등 국인 역산학자들이 �서양신법역서�의 계산법을 개정하

여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어 냈고, 이것을 �曆象 成�(1723)이라는 책에 종합하여 

수록하 다.
27)

27)�曆象 成�의 계산법은 1726년부터 용되었는데, 이것은 그간에 축

26) 이에 해서는 Keizo Hashimoto, 1988 Hsu Kuang-ch'i and Astronomical Reform: The 

Process of the Chinese Acceptance of Western Astronomy 1629-1635, Osaka: Kansai 

University Press, pp.104-16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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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한 측결과를 반 하여 계산에 사용되는 기본 상수들을 바꾼 것이다.
28)

28) 

이후 �曆象 成�의 계산법은 1741년까지 사용되었다.

한편 �曆象 成�의 계산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월식의 계산에서 오차가 나타

났다. 淸朝는 이번에는 태양과 달 운동 계산법만을 개정한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

하고, 이를 �曆象 成後編�(1741)에 종합하여 수록하 다. 주목할 것은 이 계산법

에 러(Johannes Kepler, 1571-1630)의 타원궤도운동 이론이 용된 것이다.
29)

29) 

청조에서는 이 새로운 계산 체계를 1742년부터 용하 다. 이 체계에서는 천문 

상수도 당시로서는 최신의 값인 카시니(Jean Dominique Cassini, 1625-1712)의 

측치를 채용하 다. 이 게 태양과 달의 운동에 타원궤도운동을 용하고 천문 상

수를 개정하여 일월식 보의 정확도는 획기 으로 높아졌다.
30)

30)주의할 것은 �曆

象 成後編� 체계에는 행성운동 계산법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

지 태양과 달의 운동에 한 계산법만 개정한 것이라는 이다. 한 태양과 달의 

궤도를 타원으로 설정하 지만, 우주체계는 여 히 地球中心 체계 다. 즉 �曆象

成後編�에 채용된 러의 타원궤도운동 이론은 지구를 심으로 태양과 달이 타

원 궤도를 움직인다고 보고, 이들의 궤도상의 치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결국 �曆

象 成後編�에 포함되지 않은 오행성 운동에 해서는 앞서 성립한 �曆象 成�의 

체계를 그 로 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742년 이후 청조에서는 태양과 달

의 운동, 그리고 일월식의 계산에는 �曆象 成後編�의 계산법을 용하고, 오행성

의 운동에 해서는 �曆象 成�의 계산법을 용하 다.

조선에서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청조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계산법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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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人文科學硏究所, 67면.

28) 黃道傾斜角의 개정(23°31′30″→23°29′30″), 역원의 개정(1628→1684), 太陽兩心差(궤

도이심률의 2배)의 개정(e=0.0358415→e=0.0358977), 太陽近地點의 치 개정, 交食 계

산에서 地影半徑 개정, 태양반경의 최 치와 최소치 개정, 오행성 계산에서 원지  치

의 개정 등이 있었다. �역상고성�에서 개정된 내용에 해서는 의 논문, 67-85면 참조.

29) 橋本敬造, 1972 ｢橢圓法の展開｣, �東方學報� 京都 42, 246면.

30) 의 논문,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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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운동 계산에 채용하 다. 조선에서는 �西洋新法曆書�의 계산법을 1654년부터 

일월오성 체에 용하 고, 이것을 개정한 �曆象 成�의 계산법은 1732년부터 

용하 으며, 마지막으로 태양과 달의 운동에 한 �曆象 成後編�의 계산법은 

1743년부터 용하 다.
31)

31)조선에서는 특히 英․正祖 시기에 �曆象 成�과 �曆象

成後編�의 계산법을 소화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1760년  무렵부터 五行星과 日月의 운동에 각각 용된 이 두 가지 계산법을 능

숙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 �曆象 成�과 �曆象 成後編�의 계산법을 습득하고 용하려는 장기

간 노력의 결실이자, 정조 에 도달한 천체운동 계산법에 한 완 한 이해를 보

여주는 것이 바로 1789년에 성립한 �七政步法�(奎12508)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태양과 달의 운동에 해서는 �曆象 成後編�의 계산법을, 그리고 오행성의 운동

에 해서는 �曆象 成�의 계산법을 수록하고 있다. �七政步法�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법의 변천 사정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양과 달의 운동은 戴進賢(Ignatius Kögler, 1680~1746)의 新表(�曆象 成後編�을 

의미함: 인용자)를 사용하고 雍正癸卯年(1723) 天正冬至를 曆元으로 하며, 오성에 

해서는 梅瑴成의 表(�曆象 成�을 의미함: 인용자)를 사용하고 강희 갑자년의 천정

동지를 역원으로 한다. 戴進賢의 법은 태양과 달 운동과 日月食에만 사용하며, 五星에

는 사용하지 않는다.32)32) 

조선에서 �七政步法�이 성립한 이후에는 淸朝에서도 천체운동 계산법의 변화는 

없었는데, 이 때문에 남병길이 편찬한 �推步捷例�에도 태양과 달의 운동에 해서

는 �曆象 成後編� 의 계산법을, 오행성에 해서는 �역상고성�의 계산법을 수록

하고 있다. 나아가 �推步捷例�에는 계산에 사용할 여러 가지 數表를 언 하고 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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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321면 참조.

32) �七政步法� 2a. “日躔月離用戴進賢新表, 以雍正癸卯天正冬至爲元, 五星用梅瑴成 表, 以康

熙甲子天正冬至爲元, 蓋戴法止于躔離交食, 而未及五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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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태양과 달의 운동 계산에는 �曆象 成後編�에 수록된 數表를, 오행성의 운동 

계산에는 �역상고성�에 수록된 수표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6. �推步捷例�의 내용 분석

앞서 언 하 듯이, �推步捷例�는 上下 2篇2冊으로 되어 있다. 본문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략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칠정의 치 계

산법을 다룬 ｢七政步法｣ 부분,
33)

33)(2)合朔弦望, 節氣時刻, 칠정의 合伏  등 천체

의 상호 치 계산법과 四餘의 치 계산법을 다룬 ｢七政段目｣ 부분, (3)曆書에 

기입하는 神 의 배치와 曆注 작성법을 다룬 ｢作曆式｣ 부분, (4)월식의 계산법을 

다룬 ｢月食步法｣ 부분(이상 上篇),
34)

34)(5)일식의 계산법을 다룬 ｢日食步法｣ 부분

(下篇)
35)
이35)그것이다. 

1. 七政의 行度 計算: ｢七政步法｣

① 太陽의 行度: ｢日躔｣ 

태양의 행도를 구하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총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태양이 

天正冬至에서 다음날 子正初刻까지 떨어진 거리(去冬至年根)을 구한다. �曆象 成

後編�에 실려 있는 ｢日躔年根表｣라는 표에서 목표년의 天正冬至에서 다음날 子正

初刻까지의 거리를 찾아 구하여 해당하는 수치를 는다. ②近地點의 年根( 卑年

根)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日躔年根表｣에서 찾아서 근지 이 天正冬至에서 다음

날 子正初刻까지 떨어진 거리를 얻는다. ③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날수(日數)를 

구한다. 이것은 ｢太陽周歲平行表｣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의 평균행도(平行)를 찾아 

33) ｢日躔｣, ｢月離｣, ｢土星｣, ｢木星｣, ｢火星｣, ｢金星｣, ｢水星｣이 여기에 속함.

34) 上編의 ｢月食｣, ｢帶食｣의 2항목이 여기에 속함.

35) 下編의 ｢日食｣(本法, 又法), ｢帶食｣의 2항목이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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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④근지 의 일동 일수( 卑日數)를 구한다. 마찬가지로 ｢太陽周歲平行表｣

에서 날짜별 근지 의 행도를 찾아서 구한다. ⑤태양의 ( 체) 평균행도(平行)를 

구한다. 이것은 앞서 얻어 놓은 冬至年根과 日數를 더하면 된다. ⑥근지 의 평균

행도를 구한다. 이것도 앞에서 얻어 놓은 卑年根과 卑日數를 더하면 된다. ⑦

引數(태양의 궤도상의 치)를 구한다. 이것은 태양의 평균행도(平行)에서 근지

의 평균행도( 卑平行)를 빼면 된다( 치는 12宮에서의 각도로 나타낸다(引數宮

度)). ⑧均數(태양의 궤도상에서 실제운동의 보정치)를 구한다. 앞서 얻은 引數宮

度를 가지고 ｢太陽均數表｣에서 해당하는 수치를 찾아 구한다. 표에 나타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中間値인 경우 中比例法(산술평균)을 써서 간치를 구한다. ⑨태

양의 실질행도(實行)를 구한다. 태양의 평균행도(平行)에서 均數를 더해주거나 빼

주어서 구한다(태양의 궤도상의 치에 따라서 加減이 달라진다). ⑩마지막으로 

태양의 별자리 상의 치(宿次)를 구한다. 태양의 실질행도(實行)에서 計年分을 

빼고, 다시 ｢恒星表｣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宿度分을 빼면, 해당하는 별자리(宿次)

를 얻는다.

이상의 10단계의 과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해(목표년)의 몇 월 몇 일에 태양

이 별자리 상으로 어느 치(宿次)에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日

躔年根表｣, ｢太陽周歲平行表｣, ｢太陽均數表｣, ｢恒星表｣ 등 네 개의 표가 사용된다. 

이하 달과 오행성의 치를 구하는 계산 단계에 한 서술도, 각 천체들의 운동 

특성에 맞는 수치들이 사용되는 을 제외하면, 수표와 간단한 산술식을 이용하여 

수치를 얻어내서 다음 단계의 계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앞서 언 하 지만, 

태양과 달의 행도를 구하는 계산은 모두 �曆象 成後編�의 체계에 따르는 것이며, 

수표들도 모두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

② 달의 행도: ｢月離｣

달의 행도를 구하는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달이 冬至點에서 天正冬至 다음날 

子正初刻까지 떨어진 거리(距冬至年根)을 구한다. ｢太陰年根表｣에서 목표년의 天

正冬至에서 다음날 子正初刻까지의 거리를 찾아 구하여 해당하는 수치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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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달의 원지 이 천정동지 다음날 자정 각까지 떨어진 거리( 高年根)을 구한다. 

｢太陰年根表｣에서 달의 원지 이 목표년의 天正冬至에서 다음날 子正初刻까지의 

거리를 찾아 구하여 해당하는 수치를 는다. ③태양 궤도와 달의 궤도의 교차

(正交點)이 천정동지에서 다음날 자정 각까지 떨어진 거리(正交年根)을 구한다. 

｢太陰年根表｣에서 교 이 목표년의 天正冬至에서 다음날 子正初刻까지의 거리를 

찾아 구하여 해당하는 수치를 는다. ④동지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날 수

(距冬至日數)를 구한다. ｢太陰周歲平行表｣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에 달의 평균행도

(平行)를 찾아 구한다. ⑤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원지 의 이동 일수( 高日數)

를 구한다. ｢太陰周歲平行表｣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에 달의 원지 의 행도( 高

行)를 찾아 구한다. ⑥동지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교 의 이동 일수(正交日

數)를 구한다. ｢太陰周歲平行表｣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에 달의 교 의 평균행도

(正交行)를 찾아 구한다. ⑦동지에서 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달의 평균행도(距冬

至平行)를 구한다. 동지에서 떨어진 거리인 연근(距冬至年根)과 동지에서 떨어진 

일수(距冬至日數)를 더한다. ⑧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원지 의 평균행도( 高平

行)를 구한다. 高年根과 高日數를 더한다. ⑨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교 의 

평균행도(正交平行)를 구한다. 正交年根에서 正交日數를 뺀다. ⑩太陽引數를 구한

다. 앞서 태양의 행도를 구할 때 얻은 太陽引數를 는다. ⑪一平均(달 운동의 부

등속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을 구한다. 이는 太陽引數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一平均

表｣에서 해당 값을 찾는다. 간값일 경우 中比例法을 써서 구한다. ⑫원지 의 부

등항( 高平均)을 구한다. 이는 太陽引數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一平均表｣의 高

均 항에서 해당 값을 찾는다. ⑬교  이동의 부등항(正交平均)을 구한다. 마찬가지

로 太陽引數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一平均表｣의 正交均 항에서 해당 값을 찾는다. 

⑭二平行(1차부등항이 고려된 평균운동)을 구한다. 달의 평균행도(平行)에서 첫 

번째 부등항인 一平均을 加減한다. ⑮用 高를 구한다. 원지 의 평균행도( 高平

行)에서 원지 의 부등항인 최고평균을 加減한다. ⑯用正交를 구한다. 교 의 평균

행도(正交平行)에서 교 의 부등항인 正交平均을 加減한다. ⑰太陽實行을 구한다. 

앞서 태양의 행도를 구할 때 얻어 놓은 태양의 실질행도(實行)를 는다. ⑱月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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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값을 둔다. 앞서 얻은 달의 用 高 값을 는다. ⑱用正交 값을 둔다. 앞서 

얻은 用正交 값을 는다. ⑲태양과 달의 원지  사이의 거리(日距月 高)를 구한

다. 태양의 실질행도(太陽實行)에서 달의 用 高를 뺀다. ⑳태양과 달의 교  사이

의 거리(日距正交)를 구한다. 太陽實行에서 用正交를 뺀다. ㉑立方 를 구한다. 太

陽引數宮度分을 가지고 ｢日距地立方 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㉒달 운동

의 부등항 가운데 두 번째 보정치인 二平均을 구한다. 日距月 高宮度를 가지고 ｢

太陰二平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㉓달 운동 부등항 가운데 세 번째 보

정치인 三平均을 구한다. 日距正交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三平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㉔幷平均을 구한다. 二平均과 三平均의 값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二

三平均의 총량을 구한다. ㉕用平行을 구한다. 一平均을 보정한 달의 평균행도(二平

行)에서 幷平均을 加減한다. ㉖원지 의 실질 보정항( 高實均)을 구한다. 日距月

高宮度分을 가지고 ｢太陰 高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㉗원지 의 실

제 치(實 高)를 구한다. 用 高에서 高實均을 加減한다. ㉘달의 主軌度와 지

구와의 거리(本天心距地)를 구한다. 日距月 高宮度分을 가지고 ｢太陰本天心距地

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㉙지구와의 거리  가장 가까운 값(距地 數)을 

구한다. 本天心距地가 兩心差의 간값(中數兩心差) 550505보다 크면, 550505를 쓰

고, 이보다 작으면 433190을 쓴다. ㉚지구와의 거리의 차(距地 )를 구한다. 本天

心距地에서 距地 數를 뺀다. ㉛앞에서 구한 實 高를 놓는다. ㉜달의 궤도상의 

치에서 부등항을 용하기 해 月引數를 구한다. 用平行에서 實 高를 뺀다. ㉝初

均을 용할 기 치(初均本位)를 구한다. 本天心距地의 수치를 감안하여 月引數

宮度分을 가지고 ｢太陰初均表｣의 均數 혹은 中均數 항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

다. ㉞ 균을 용할 다음 치(初均次位)를 구한다. 本天心距地의 수치를 감안하

여 月引數宮度分을 가지고 ｢太陰初均表｣의 中均數 혹은 大均數 항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㉟ 균의 차(初均 )를 구한다. 初均次位에서 初均本位를 뺀다. ㊱달

의 해당 치에서의 보정할 첫 번째 부등항인 初均을 구한다. 距地半  117315를 

제1항(一率)으로, 距地 를 제2항(二率)으로, 初均 를 제3항(三率)으로 놓고, (비

례식을 풀어) 제4항(四率)을 구한다. 그런 다음 初均本位와 서로 더한다. ㊲初實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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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한다. 用平行에서 初均을 뺀다. ㊳日實行을 둔다. 태양 운동에서 구한 太陽實

行을 는다. ㊴태양과 달의 거리(月距日) 값을 둔다. 初實行에서 日實行을 뺀다. 

㊵달의 해당 치에서의 보정할 두 번째 부등항인 二均을 구한다. 月距日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二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㊶二均의 보정치를 加減한 실

질행도(二實行)를 구한다. 初實行에서 二均을 加減한다. ㊷태양과 달의 실제거리

(實月距日)를 구한다. 月距日에서 二均을 加減한다. ㊸日 高를 놓은다. 태양행도

를 구할 때 얻은 卑平行에 6宮을 加減하여 얻는다. ㊹태양과 달의 원지  사이

의 거리(日月 高相距)를 구한다. 實 高에서 日 高를 뺀다. ㊺태양과 달의 실제

거리(實月距日)을 놓는다. 앞에서 구한 實月距日을 는다. ㊻總數를 구한다. 實月

距日과 日月 高相距를 더한다. ㊼달의 해당 치에서 보정할 세 번째 부등항인 

三均을 구한다. 직 에 얻은 總數宮度分을 가지고 ｢太陰三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

아 는다. ㊽三實行을 구한다. 이실행에서 三均을 加減한다. ㊾달의 해당 치에

서 보정할 네 번째 부등항인 末均을 구한다. 앞서 구한 日月 高相距宮度를 가지

고 ｢太陰末均表｣에서 표의 양변에 있는 實月距日宮度와 縱橫으로 만나는 값을 찾

아, 그 (本行)과 다음 (次行)의 값을 서로 뺀다. ㊿달의 백도상의 실질행도(白

道實行)을 구한다. 三實行에서 末均을 뺀다. (51)正交의 부등항(正交實均)을 구한

다. 日距正交宮度分을 가지고 ｢太陰正交實均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52)

正交의 실제 값(實正交)을 구한다. 用正交에서 正交實均을 加減한다. (53)白道實行

을 놓는다. 앞서 구한 백도실행 값을 는다. (54)달과 正交의 거리(月距正交)를 

구한다. 白道實行에서 實正交를 뺀다. (55)交角加分을 구한다. 月距正交宮度分을 

가지고 ｢交角加分表｣에서 해당 값을 찾아 는다. (56)황도와 백도의 교각(黃白大

距)를 구한다. 所距限 4°59′35″에 交角加分을 더하여 얻는다. (57)升度差를 구한

다. 月距正交宮度分을 가지고 ｢黃白升度差表｣에서 해당 값을 찾는다. 먼  升度差

를 얻은 다음에 秒를 얻고, 交角大  1065를 一率로, 交角加分을 秒로 바꾼 값을 

二率로, 秒를 三率로 놓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四率을 구한다. 이 값에 애 의 

升度差를 더한다. (58)백도의 치별 도인 緯를 구한다. 月距正交宮度分을 가지

고 ｢黃白距緯表｣에서 해당 값을 찾는다. 먼  距緯를 얻고, 다음으로 分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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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交角大  1065를 一率로, 交角加分을 秒로 바꾼 값을 二率로, 分을 秒로 바

꾼 값을 三率로 놓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四率을 구한다. 이 값을 애 에 구한 距

緯와 더한다. (59)달이 치하는 별자리(宿次)를 구한다. 黃道實行에서 計年分을 

빼고, ｢恒星表｣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宿度分을 빼주어 얻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달의 치를 계산하기 한 체 59단계의 계산과정을 낱낱이 

서술하 다. 달은 매우 불규칙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산 단계가 태양보다 복잡

하고 달 운동의 부등항을 보정하기 한 여러 수표들이 사용된다. 달 운동의 계산 

과정에서는 ｢太陰年根表｣, ｢太陰周歲平行表｣, ｢太陰年根表｣, ｢太陰一平均表｣, ｢日距

地立方 表｣, ｢太陰二平均表｣, ｢太陰三平均表｣, ｢太陰 高均表｣, ｢太陰本天心距地表｣ 

｢太陰初均表｣, ｢太陰三均表｣, ｢太陰末均表｣, ｢太陰正交實均表｣, ｢黃白升度差表｣, ｢黃

白距緯表｣, ｢恒星表｣ 등 16종의 표가 사용된다. 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달의 

행도를 구하는 계산은 모두 �曆象 成後編�의 체계에 따르며, 사용하는 수표들도 

모두 이 책에 수록된 것들을 사용한다.  

③ 행성의 행도: ｢土星｣ ｢木星｣ ｢火星｣ ｢金星｣ ｢水星｣

앞서 언 하 듯이 행성의 행도 계산은 모두 �曆象 成�의 체계를 따르며, 사용

하는 수표들도 모두 이 책에 들어 있다. 먼  토성의 경우, ①距冬至年根 ② 高年

根 ③正交年根 ④距冬至日數 ⑤ 高日數 ⑥正交日數 ⑦距冬至平行 ⑧ 高平行 ⑨

正交平行 ⑩値距冬至平行 ⑪引數 ⑫初均 ⑬中分 ⑭初實行 ⑮置太陽實行 ⑯星距日

次引 ⑰次均 ⑱ 分 ⑲加差 ⑳實次均 ㉑本道實行 ㉒置初實行 ㉓距交實行 ㉔升度差 

㉕黃道實行 ㉖星距黃道線 ㉗星距地心線 ㉘星距正弦 ㉙緯 ㉚宿次의 총 30단계의 계

산 과정을 거쳐서 목표로 하는 날짜에 토성이 어느 별자리 몇 도에 있는지를 얻어

낸다. 계산의 과정에는 ｢土星年根表｣, ｢土星周歲平行表｣, ｢土星均數表｣, ｢土星升度

差表｣, ｢土星距黃道表｣, ｢土星距地表｣, ｢恒星表｣ 등 7개의 표가 사용된다. 달의 경

우와 비슷하게 먼  토성의 각종 年根 수치를 얻고, 목표로 하는 날짜까지의 日數

를 정한 다음에, 토성의 평균행도, 원지 의 평균행도, 교 의 평균행도를 구하고, 

여기에 引數나 均數 같은 부등속 운동의 보정항을 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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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의 경우, ①距冬至年根, ② 高年根, ③正交年根, ④距冬至日數, ⑤ 高日數, 

⑥正交日數, ⑦距冬至平行, ⑧ 高平行, ⑨正交平行, ⑩値距冬至平行, ⑪引數, ⑫初

均, ⑬中分, ⑭初實行, ⑮置太陽實行, ⑯星距日次引, ⑰次均, ⑱ 分, ⑲加差, ⑳實次

均, ㉑本道實行, ㉒置初實行, ㉓距交實行, ㉔升度差, ㉕黃道實行, ㉖星距黃道線,  

㉗星距地心線, ㉘星距正弦, ㉙緯, ㉚宿次의 총 30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는 토성

의 경우와 순서는 완 히 일치하며 토성의 수표 신 목성의 수표를 계산에 사용

하는 것만 다르다. 토성과 목성이 외행성으로서 운동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운

행을 계산하는 과정 한 동일한 것이다.

화성의 경우, ①距冬至年根, ② 高年根, ③正交年根, ④距冬至日數, ⑤ 高日數, 

⑥正交日數, ⑦距冬至平行, ⑧ 高平行, ⑨正交平行, ⑩値距冬至平行, ⑪引數, ⑫初

均, ⑬次輪心距地, ⑭本天次輪半徑, ⑮置太陽引數, ⑯太陽高卑差, ⑰次輪實半徑,   

⑱總, ⑲ , ⑳總 數, ㉑ 數, ㉒初實行, ㉓置太陽實行, ㉔星距日次引, ㉕全周減

餘, ㉖半外角, ㉗半外角正切, ㉘半 角正切, ㉙半 角, ㉚次均, ㉛本道實行, ㉜距交

實行, ㉝升度差, ㉞黃道實行, ㉟星距黃道線, ㊱次均正弦, ㊲次輪實半徑 數, ㊳星距

日正弦, ㊴星距地心線, ㊵黃道線 數, ㊶次輪心距地 數, ㊷視緯正弦, ㊸緯, ㊹宿次

의 총 44단계의 계산을 거친다. 이 가운데 제12단계(⑫初均)까지는 토성, 목성과 

같지만 그 이후는 화성에만 고유한 궤도 운동에 따른 계산이 필요하다. �曆象 成�

에서 행성들의 궤도는 주궤도인 本天과 周轉圓 궤도인 次輪의 결합으로 이루어지

는 은 공통이다. 하지만 화성의 경우,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 달리 本天의 半徑이 

다른 행성의 그것에 비해 작고, 次輪의 반경이 다른 행성들의 그것에 비해 크다.  

�曆象 成�에 따르면, 화성의 次輪 반경은 本天 반경의 약 6/10 정도나 된다. 이 

때문에 화성에서는 次輪의 운동이 요하고, 그에 따른 화성의 치 변화를 고려

하는 계산이 필요하게 되어 제 13단계에서부터 목성이나 토성과 다른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산의 최종 목표는 같아서 화성이 특정한 날짜에 어느 별자리

의 몇 도에 치하는가를 얻어내는 것이다.    

성의 경우, ①距冬至年根, ② 高年根, ③伏 年根, ④距冬至日數, ⑤ 高日數, 

⑥伏 日數, ⑦距冬至平行, ⑧ 高平行, ⑨伏 平行, ⑩正交平行, ⑪置距冬至平行, 



116 奎 章 閣 44  ․

⑫引數, ⑬初均, ⑭中分, ⑮初實行, ⑯初均, ⑰伏 實行, ⑱次均, ⑲ 分, ⑳加差,  

㉑實次均, ㉒黃道實行, ㉓置初實行, ㉔距交實行, ㉕置伏 實行, ㉖距次交實行, ㉗星

距黃道線, ㉘星距地, ㉙距地差, ㉚星距日正弦, ㉛緯, ㉜宿次의 총 32단계의 계산을 

거친다. 성과 수성은 지구 궤도의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기 때문에 태양과의 

치에 따라 궤도상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다가(伏) 다시 나타나는

( )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궤도상의 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계산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성과 수성에서는 伏

의 기 을 알아내고, 나아가 이 지 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伏 年根, 伏 平

行, 伏 實行 등의 계산이 필요하다.

수성의 경우, ①距冬至年根, ② 高年根, ③伏 年根, ④距冬至日數, ⑤ 高日數, 

⑥伏 日數, ⑦距冬至平行, ⑧ 高平行, ⑨伏 平行, ⑩正交平行, ⑪置距冬至平行, 

⑫引數, ⑬初均, ⑭中分, ⑮初實行, ⑯初均, ⑰伏 實行, ⑱次均, ⑲ 分, ⑳加差,  

㉑實次均, ㉒黃道實行, ㉓置初實行, ㉔距交實行, ㉕置伏 實行, ㉖距次交實行, ㉗實

交角, ㉘星距黃道線, ㉙星距地,  ㉚距地差, ㉛星距日正弦, ㉜緯, ㉝宿次의 총 33단계

의 계산을 거친다. 수성의 경우는 제27단계에서 實交角을 구하는 것만 제외하면, 

성의 경우와 순서가 완 히 일치한다. 수성의 운동에서 交角은 周轉圓인 次輪의 

면과 황도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성과 달리 수성에서 특히 이 교각을 고려

해야 하는 이유는, 수성의 교각이 次輪心의 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성의 交角은 일정하다.

2. 천체의 치 계와 일출입  합삭의 계산: ｢七政段目步法｣

七政 각각의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앞의 ｢七政步法｣에서 서술하 다면, 이 부

분의 서술은 七政의 상호 치 계를 악하는 계산법을 한 곳에 모아 서술한 것

이다. 태양에 하여 日出入時刻과 晝夜時刻을, 달에 해서 合朔弦望과 交宮時刻

을, 五星에 하여 다른 천체와의 치 계에 따라 나타나는 合 伏衝時刻, 晨夕

伏 時刻, 同度時刻 등을, 네 가지 가상천체인 四餘의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망

라하여 서술하 다. 구체 인 항목을 살펴보면, ｢求合朔弦望時刻｣, ｢求交宮時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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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節氣時刻｣, ｢求月離正升斜升橫升｣, ｢求土木火三星合伏時刻( 衝附)｣, ｢求金水二

星合伏時刻｣, ｢求金水二星合 伏時刻｣, ｢求五星同度時刻｣, ｢求土木火三星晨夕伏

段目｣, ｢求土木火三星晨夕伏 限度｣, ｢求金水二星晨夕伏 段目｣, ｢求金水二星晨夕

伏 限度｣, ｢求月孛宿度｣, ｢求羅睺宿度｣, ｢求計都宿度｣, ｢求紫氣宿度｣, ｢求七政高卑

行度目 ｣ 등이다. 체 으로 목표로 하는 값을 구하기 해 사용하는 기본 수치

와 단계별로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서술을 취했다는 은 앞서의 ｢七政

推步｣에서의 방식과 동일하다.

�推步捷例�의 이 부분의 서술은 �七政步法�(奎12508)에서 각기 다른 곳에 흩어

져 있던 내용을 한 곳에 취합한 형태로 되어 있다. 먼  ｢日躔｣ 항목에 이어 서술

된 節氣時刻, 節氣用時, 日出入晝夜時刻을, ｢月離｣ 항목에 이어 서술된, 合朔弦望, 

交宮時刻, 正升斜升橫升을, 수성의 치 계산 다음에 열거된 행성의 合伏時刻, 

衝時刻, 晨夕伏 限度, 五星交宮時刻, 五星同度時刻 등을, 한 四餘의 치를 계산

하는 방법에 한 서술인 推四餘法 등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3. 曆注의 배열 규칙과 작성법: ｢作曆式｣

이 부분의 내용은 日課曆에 曆注를 기입할 때 사용되는 각종의 神 과 그 배치 

규칙을 서술한 것이다. 서두에는 年神立成이라고 하여 日課曆의 年神方位圖에 들

어가는 神 들의 배치 규칙을 서술하고 있는데, 먼  歲支(年의 地支)의 배열 순

서를 따르는 太歲, 歲破(大耗), 大 軍, 劫殺, 灾殺, 歲殺, 伏兵, 大禍, 大殺, 歲刑, 

奏書, 博士, 力士, 蠶室, 蠶官, 蠶命, 喪門, 太陰(弔客), 官符(畜官), 白虎, 病符, 死

符( 耗), 黃幡, 豹尾, 飛廉, 五鬼 등 26개의 神 이 있고, 歲干(年의 天干)의 배

열 순서를 따르는 世德, 歲德合, 金神, 破敗五鬼 등 4개 神  등 총30개의 神 이 

있다.

이어서 동일한 年次에도 불구하고 上元, 中元, 下元에 따라 九星圖에서 年白의 

구성이 달라지는 규칙을 보여주는 三元年白을 서술하 고, 각 月의 九星圖의 배열

규칙인 三元月白은 지 않고 다만 萬年書를 참고하라고 하 다. 이어 각 기별 

日出入時刻을 大寒부터 시작하여 寒까지 나열하 다. ｢定太陽出入｣에서는 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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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가 뜨고 지는 방 를 표시하 다. 그 외 주택 수리의 길흉을 8가지로 나타

낸 ｢五姓修 ｣의 연차별 배열 규칙, 九星圖, 각 월별 피해야 할 날짜(彼中忌辰 ), 

정월의 첫 번째 辰日에 해당하는 龍治水, 月初에 辛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가

뭄 여부를 단하는 得辛, 입춘과 입추 후의 다섯 번째 戊日을 찾는 二社 등에 

한 서술이 있고, 寒食, 三伏, 臘日, 氣往亡, 上朔, 反支, 長星, 短星, 周 , 月忌, 塡

實祿空 등 어떤 행 에 해 禁忌와 吉凶이 정해진 각종의 날짜를 구하는 방법을 

수록하 다.

이 같은 曆注記入法은 보통의 曆算書에는 실리지 않는 내용인데, �推步捷例�에 

曆算의 수학  과정을 서술하면서 함께 실어 놓은 은 주목할 만하다. 曆算은 기

본 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年月日時의 시간주기를 계산하여 日用曆書를 만들고, 

나아가 일월식과 칠정의 치를 측하기 한 것이다. 曆注는, 이 가운데에서 日

用曆書의 작성에 필요한데, 曆算을 통해 얻은 年月日時의 시간주기에 각종 神 을 

配當하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吉凶을 표시하는 것이다. 역주는 생활 속에서 吉한 

시간주기를 얻고 凶한 시간주기를 피하려는 選擇을 목 으로 한 것이다. 통시  

동아시아의 日用曆書(日課曆)에는 年月日時의 시간주기와 함께 그 시간주기의 길

흉을 표시한 曆注가 필수 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조선시 에 발행된 大統曆書나 

時憲曆서는 이런 역서의 형을 보여 다. 한 이와 같은 형식의 역서를 曆注가 

갖추어진 曆書라는 뜻으로 具注曆이라고도 부른다.  과학 인 견지에서 볼 때 

曆算은 천문학 ·수학 인 작업이지만, 曆注의 기입은 미신에 기 를 둔 작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에게 그 게 보이는 것일 뿐, 조선시 의 역서 

발행과정에서 曆算과 曆注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작업이었다. 이 을 감안하면,  

�推步捷例�는 단순히 曆算의 과정을 서술한 “역산 매뉴얼”임과 동시에 역산과 역

주기입을 포 하는 “역서 제작 매뉴얼”이기도 했다.

4. 월식 계산법: ｢月食步法｣

�推步捷例� 上編에 있는 ｢月食步法｣은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달이 黃白道의 교 에 들어가 望이 되는 時刻인 實望實時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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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入交及實望實時에서 시작하여 ①一求 實望用時, ②二求 食甚實緯食甚時刻, ③三

求 食分, ④四求 初虧復圓時刻, ⑤五求 食旣生光時刻, ⑥六求 食甚太陰黃道經緯宿

度, ⑦七求 食甚太陰赤道經緯宿度, ⑧八求 月食方位까지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을 계산 단계별로 자세히 서술하 다. 이어서 卷次나 항목 구분 없이 推帶食

分秒及方位라고 하여 지평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월식인 月帶蝕에 한 내용을 추

가하 다. 월식의 계산 과정에서 월식 측의 기 으로 조선 한양의 北極出地度

( 도) 37°39′15″를 사용하고 있는 이 확인된다.
36)36)

5. 일식 계산법: ｢日食步法｣ 

�推步捷例� 下篇의 ｢日食步法上｣에서는 일식 계산법을 다루고 있다. 월식 계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황백도의 교 에 들어가 朔이 되는 시각인 實朔實時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한 推入交及實朔實時에서 시작하여 ①一求 實朔用時, ②二

求 食甚實緯及食甚用時, ③三求 地平高下差及日月視徑, ④四求 食甚太陽黃赤經緯宿

度及黃赤二經交角37)까지37)서술하 다. 여기에 서술된 一求에서 四求 까지의 계산은 

일식 계산의 기본 방법인 本法, 약식 계산인 又法, 지평선부근의 일식인 帶食에 모

두 공통 으로 용되는 기  계산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에 각기 용

되는 계산 단계를 나 어 서술하 다. 

�推步捷例�에서는 五求이하의 서술에 해 항목을 나 어 먼  ｢日食步法下 本

法｣을 서술하고, ｢日食步法下 又法｣을 서술하 다. 한 ｢日食步法下 又法｣의 뒤에 

부록으로 ｢日食又法 附 ｣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各自乘開方別法” 즉 제곱근과 직

각삼각형의 계산법을 두 면에 걸쳐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日食步法 帶食｣에서 

36) �推步捷例� 上篇, ｢月食步法｣, 13a. 

37) 이 계산 과정에 사용된 황 도 경사각의 값(黃赤大距)는 23°27′이다. 그런데 �推步捷例�

의 해당 면의 欄外에 은 註를 보면 “壬子以前取二十三度二十九分”으로 되어 있어서, 

1852년부터 조선에서는 23°27′을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 象 成續編�(1845年

刊)에서부터 청조에서는 23°27′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면 조선에서는 

수년 후에야 새로운 수치를 일월식 계산에 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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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부근의 일식 계산법을 五求 이하의 계산 단계에 해 서술하 다. 물론 帶

食의 계산도 本法과 又法으로 나뉜다.

日食本法에 한 五求 이하의 서술은 ｢日食步法下 本法｣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五求 食甚設時 兩心視相距角, ⑥六求 設時兩心視相距及眞時赤經高

弧交角, ⑦七求 食甚 定眞時及食分, ⑧八求 初虧前設時兩心視相距, ⑨九求 初虧後

設時兩心視相距初虧眞時, ⑪十一求 復圓前設時兩心視相距,
38)

38)⑫十二求 復圓後設時

兩心視相距復圓眞時, ⑩十求 初虧 定眞時, ⑬十三求 復圓 定眞時, ⑭十四求 方位

及總時. 각 계산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얻은 수치를 다시 사용하거나 구면삼각

법을 이용하여 미지의 요소를 얻어내는 등 단계별 계산을 자세히 서술하는 은 

다른 부분의 서술과 동일하다. 이상의 14단계(세부 인 단계까지 합치면 백 수십 

단계에 이름)의 계산을 통해 일식의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일식 방 , 지속 시간, 

食分 등 일식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낸다. 日食又法에 한 五求 이하의 서

술은 ｢日食步法下 又法｣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五求 食甚近時, ⑥六

求 食甚眞時, ⑦七求 食甚 定眞時及食分, ⑧八求 初虧近時, ⑪十一求 復圓近時,  

⑨九求 初虧眞時, ⑫十二求 復圓眞時, ⑩十求 初虧 定眞時, ⑬十三求 復圓 定眞

時, ⑭十四求 初虧復圓方位及食限總時.

帶食에 한 서술은 ｢日食步法 帶食｣에 있다. 여기에서는 四求 이후의 계산에 

하여 앞서 서술한 本法과 又法의 각 계산 단계에서 帶食에 소용되는 요소들만 

뽑아서 계산하는 단계를 서술하 다. 때문에 太陽赤道緯度正切을 구할 때는 四求

에서 얻은 食甚太陽赤道緯度를 가지고 표를 찾아서 얻는다거나 食甚用時로는 二求

에서 얻은 食甚用時를 사용한다는 등의 서술을 볼 수 있다. 帶食의 계산에서 ①置

太陽赤道緯度正切, ②置北極高度, ③卯酉前後赤道度正弦, ④卯酉前後赤道度, ⑤日出

入時分, ⑥置食甚用時, ⑦帶食距時, ⑧置斜距 數 , ⑨帶食距弧 數, ⑩帶食距弧, 

⑪置太陽赤道緯度餘弦, ⑫置北極高度正弦, ⑬帶食赤經高弧交角餘弦, ⑭帶食赤經高

弧交角, ⑮置赤白二經交角, ⑯帶食白經高弧交角까지 16단계의 계산은 本法과 又法

38) 十求의 계산은 뒤의 十三求와 연결되어 十一求가 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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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하게 용된다. 이후 本法과 又法으로 나 어 食分, 交角, 食方位 등을 

각각 구한다. 한편, 帶食에서 食甚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食甚을 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初虧復圓用時를 구하게 되는데, 이에 한 계산법이 마지막 “直求初虧復圓

用時”라는 항목에 실려 있다.   

7. 맺음말

이상에서 본 것처럼, �推步捷例�는 기본 으로 역서를 작성하고 일월식을 측

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계산법을 망라하여 계산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는, 曆算 매

뉴얼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제목에 있는 “捷例”라는 말의 의미로부터 알 수 있듯

이, 계산의 편의를 해 각종 數表와 산술식을 용하여 매 계산 단계별로 원하는 

수치를 얻어내는 방법을 기술하 기 때문에 역산에 종사하는 천문 원에게는 매우 

편리한 매뉴얼이었을 것이다. 南秉吉의 다른 작인 �時憲紀要�가 시헌력에 도입

된 천문학  기 지식, 천체의 궤도 운동 이론, 천체운행의 계산 원리 등에 해 

이론 인 논의를 포 하고 있는 과 비하여 보면, �推步捷例�는 이와 같은 이

론  설명은 완 히 배제한 채, 오로지 원하는 수치를 얻어내는 단계별 계산법만

을 제시하고 있는 曆算 실용서라는 이 더욱 명확해진다. 더불어 �推步捷例�는 

다른 역산 매뉴얼과 달리 ｢作曆式｣이라는 曆注記入法도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이

은 이 책이 日用曆書 제작에 필요한 역산과 曆注記入法을 통합한 曆書 제작 매

뉴얼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마디로 이 책은, 19세기 조선

의 상감 원들에게 曆算과 曆注에 한 지식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作曆 便覽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4. 3. 25),   심사일(2014. 5. 15),   게재확정일(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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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bo-cheoprye (推步捷例), A Handy Manual for 

Calendar Making Calculation in 19
th
 Century Korea

Jun, Yong Hoon

Chubo-cheoprye (推步捷例, A Handy Example of Calendrical Calculation), written by 

Nam Byeong-gil (南秉吉, 1820-1869) a leading astronomer and mathematician in 19
th
 

century Korea, can be called “a handy manual for calendar making calculation.” Two types 

of orbital models for calculation of celestial bodies’ position, one of Tycho 

Brahe’s(1546-1601) for five planets and the other of Kepler’s(1571-1630) elliptic orbital 

model for the Sun, the Moon and eclipses occurred by the combinatorial motion of the 

two, were adopted in Korean calenderical calculation system in 1726 and in 1742 

respectively. Chiljeong-chubo (七政推步, Calendrial Calcuation of Seven Celestial Bodies) 

compiled in 1798 was the first systemized manual of calendrical calculation adopting the 

two types of methods above in a single book. By the mid 19th century though, the 

manual Chiljeong-chubo had decayed and astronomers were wanting a new one, and Nam, 

widely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the old book, revised some calculation procedures and 

reedited a part provided for putting fortune notes (yeokju 曆注) in the annual calendar, 

titled jakryeoksik (作曆式, calendar making method). Chubo-cheoprye published in 1861 is 

very peculiar in its writing style that gives only calculation procedures with elementary 

operations step by step to the reader and never provide with theoretical explanation on the 

astronomical meaning of any calculation. This is why it is called “a handy manual of 

calendrical calculation.” Nam did not forget to give a caution to the expecting users of the 

manual, technicians of calendar making calculation in the royal astronomical bureau (觀象

監). If they enjoy only the handy manual of calculation, they would be foolish on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astronomy before long. It may be the reason why h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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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writing Chubo-cheoprye, had written a handbook, titled Siheon-giyo (時憲紀要 

Concise of Western Calendar, 1860),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Key words : Nam Byeong-gil (南秉吉, 1820-1869), Chubo-cheoprye (推步捷例, A Handy 

Example of Calendrical Calculation), Chiljeong-chubo (七政推步, Calendrial 

Calcuation of Seven Celestial Bodies), calendrical calculation (ryeoksan, 曆

算), jakryeoksik (作曆式, calendar making method), fortune notes (yeokju 曆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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