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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홍대용의 저술인 주해수용은 기존의 산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천문

측량 문제를 포함하는 독특한 구성의 책이다. 홍대용은 18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유명한 과학사상가이지만, 그의 유일한 산서인 주해수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이

책에서 산학과 천문학 지식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해수용에서 다루는 산학 지식의

수준이 다른 산서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서구수학 지식

의 소개에도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해수용에
관한 논의가 저자인 홍대용의 저술 의도를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 하에, 주해수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책의 구성

체계를 밝히고, 홍대용이 그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이유를 재검토할 것

이다.

본 연구는 홍대용이 서문에서 주해수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곱셈과 나눗셈인 ‘승제’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였다. 승제는 전통산학에서

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홍대용에게 있어서는 비례인 ‘사율법’

을 구성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였다. 그는 측량문제를 구고측

량과 삼각측량으로 구분한 뒤, 그 풀이에 사율법을 사용한다. 나아가 천

문측량에서도 사율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홍대

용은 천문학의 영역이었던 천문측량을 ‘승제’로 대표되는 산술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본 연산에서 시작하여 천문

측량으로 이어지는 주해수용의 체계적인 구성이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한다는 서학의 장점에 대한 홍대용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고 보았다. 주해수용의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홍대용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천체를 측량하여 천지의 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에 필요한 산학 지식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해수용에서 제시하는 천문

측량 문제들을 풀이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은 홍대용의 또 다른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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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산문답의 점성술 비판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 홍대용, 주해수용, 사율법, 천문측량, 승제 乘除, 의산문답

학 번 : 2015-2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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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주해수용(籌解需用)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삼각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산서라는 점에서 서구수학

수용의 초기 단계에 놓여있는 18세기 중엽 조선 산학의 단면을 살펴볼

좋은 자료이다. 하지만 홍대용의 또 다른 저술로서 지전설을 비롯한 여

러 파격적인 우주론적 논의들을 담고 있는 의산문답(毉山問答)과 비교

하면 주해수용은 홍대용의 대표 저술로 꼽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연

구자들로부터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1)

이렇듯 홍대용 연구가 그간 의산문답에 편중되어 있었던 데는 각각

산서(算書)와 과학사상서로 분류되는 두 저술의 성격이 달랐을 뿐만 아

니라,2) 의산문답에 지전설 및 지구, 무한우주 등의 독창적이라 평가받

는 여러 학설이 담겨 있는 데 반해 주해수용에 담긴 산학 지식은 전

통산학과 서양수학의 두 측면 모두에서 그다지 새롭지 않고 그 수준도

높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 전통산학 지식의 경우 방정식인

천원술(天元術)을 홍대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앞

선 시기의 산학자들이 발전시킨 산학을 잘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

다.4) 서구수학 지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행 연구들은 대개 주해수용
1) 정인보는 담헌서(湛軒書)(1939) 서문에서 홍대용의 대표 저술로 의산문답, 주해
수용, 임하경륜(林下經綸) 세 가지를 들고 있다. 湛軒書序 , 湛軒書 1ㄱ-ㄴ.

2) 의산문답을 중심으로 홍대용의 과학을 살펴본 박성래는 홍대용을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사상가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의산문답이 실제 계산과 관측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 ‘과학사상서’이기 때문이다. 박성래, “洪大容의 科學思想”, 한국학보 7(2)
(1981), pp.176-179. 박성래의 평가 이후 한국에서 ‘과학사상가’라는 표현은 홍대용과

관련된 저술의 제목에 포함될 정도로 홍대용을 표현하는 대표적 수식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인규, 홍대용: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사상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를
예로 들 수 있다.

3) 김용운·김용국, 한국수학사 (과학과 인간사, 1977), pp.256-260; 한국수학사 (살림
출판사, 2009), pp.415-422.

4) 홍성사·홍영희·김창일은 홍대용이 조태구 및 중인 산학자 홍정하가 다루는 산학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홍성사·홍영희·김창일, “18世紀 朝鮮의 句股術”,

한국수학사학회지 20(4) (2007), p.20. 가와하라 히데키도 홍대용이 천원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그의 전통산학 지식이 중인 산학자의 수준에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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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서구수학 지식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

뒤, 홍대용의 소개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홍대용

이 저술에 참고한 청나라의 수리정온(數理精蘊)이 다양한 비례법을 소

개하고 있는 반면 홍대용은 구장산술(九章算術) 수준의 비례만 다루고

있다는 지적, 주해수용에 담긴 삼각법 지식은 평면삼각법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면삼각법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지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

다.5)

주해수용의 수준에 대한 수학사 연구자들의 부정적 평가는 의산문
답을 중심으로 홍대용의 우주론 또는 과학사상을 다룬 과학사 분야의

연구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이들 연구는 주해수용의 산학

내용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몇몇 단편적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홍대

용의 서양과학 인식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6) 그 결과 주해수용
에 담긴 구체적인 산학 지식을 다룬 연구와 홍대용의 과학사상 및 서양

과학 인식을 다룬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었으며, 이 둘을 종합하려는 시

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7)

주해수용의 전체 텍스트가 종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 데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가와하라 히데키, 안대옥 역, 조선수학사 - 주자학적 전개와

그 종언 (예문서원, 2017), pp.251-253.
5) 비례 지식에 대한 지적은 홍영희, “조선 산학과 수리정온”, 한국수학사학회지 19(2)
(2006), pp.37-39, 구고 지식에 대한 지적은 홍성사·홍영희·김창일, 같은 논문,

pp.19-20를 참고. 가장 최근 연구로는 주해수용의 삼각법 지식이 평면삼각법에 머

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는 가와하라 히데키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34-246.

6) 박성래는 주해수용의 수학에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1977년 김용운·김용국의 논의

에 긍정하면서도, 홍대용의 서양과학 인식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주해수용이 여전

히 중요한 책임을 강조한다. 박성래, 앞 논문, p.179; “洪大容 《湛軒書》의 西洋科學

발견”, 진단학보 79 (1995), pp.253-255. 그 외에 홍대용의 서구과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종태, “무한우주의 우화: 홍대용의 과학과

문명론”, 역사비평 71 (2005), pp.261-285; 구만옥, “마테오 리치(利瑪竇)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 (2010), pp.301-355.
7) 이는 아직 학계가 홍대용의 두 주요 과학 저술인 의산문답과 주해수용의 종합적

이해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못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김문식·박희병·허남진·임종태,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종합토론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을 보는 시각들- ”, 국
문학연구 36 (2017), pp.3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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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독특한 구성체계도 한몫했다. 주해수용은 산학 지식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서라 할 수 있지만,

천문측량 및 의기(義器)와 같은 천문학 분야를 책의 후반부에서 다룸으

로써 비슷한 시기 일반적인 산서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구성을 보

여주고 있다.8) 그에 따라 주해수용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전반부의 전

통산학 지식에 주목한 것, 서구 기하학 지식 또는 천문의기를 다룬 후반

부에 초점을 맞춘 것 등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9)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해수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해수용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가 어떠했으며 홍대용이 이 책을 그와 같은 구도로 저술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추적해 보려한다. 홍대용이 주해수용을 저술

한 목적은 단지 산학 지식의 우수하고 새로운 측면을 소개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주해수용은 그 제목에 “반드시 쓰이는”의 의미를 띤 “수

용(需用)”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론에서 홍대용이 실용에

맞게 책의 내용을 구성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저자의 ‘실용적

동기’에 따라 저술된 것으로 여겨진다.10) 또한 주해수용이 서구수학

및 천문학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것은 서구과학의 우수성에 대한 홍대용

8) 주해수용이 다루는 천문학 분야는 ‘역산’, ‘측량’, ‘의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천문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9) 김용운·김용국은 한국수학사 2009년 개정판에서 주해수용에 포함된 역산의 내용

을 수학사의 일부로서 살펴보고 있으며, 천문측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김용운·

김용국, 앞 책(2009), pp.481-496. 한영호는 주해수용이 다루고 있는 서양 기하학과

천문의기인 ‘측관의’에 대해 각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영호, “洪大容의 測管儀

연구”, 역사학보 164 (1999), pp.125-164; “서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역사학보 170 (2001), pp.53-89.
10) 籌解需用序 , 湛軒書 外集, 卷4, 籌解需用序, 1ㄱ. “齋居無事，謹采其宜於今而適於
用者，間附己意，錄爲一册。” 김용운·김용국은 양전법(量田法)에서 당시 사용되던 밭

모양 다섯 가지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홍대용의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반

영된 것이라 보고 있다. 한영호는 홍대용의 기하학 소개가 실생활에의 활용이 목적이

었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소개 없이 측량 관련 내용만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고 본다. 김용운·김용국, 앞 책(1977), p.258; 앞 책(2009), pp.418-419; 한영호, “서

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p.73. 구만옥 또한 서문을 근거로

주해수용이 수학의 실용적 목적에 착안한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구만옥, 앞 논문,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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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호적인 태도에 바탕한 것으로 이 역시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왔다.11) 그러나 위와 같은 지적만으로는 기본적인 연산에서 시작하여 천

체에 관한 측량과 계산, 천문의기의 구조에 대한 논의까지 포괄하는 독

특한 구성이 어떻게 주해수용이라는 하나의 산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몇몇 유명한 단편들뿐만이

아니라, 주해수용의 전체 구성 및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홍대용의 저술 의도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다. 주해수용의 전체적 구성과 논의 전개에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의

분석자 중심의 관점으로 인해 가리어진, 홍대용 자신의 판단 기준과 의

도를 드러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전통산학 지식의 우수함 혹은 서

구수학의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소개했는지를 기준으로 주
해수용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정작 실제 해당 지식을 수용하

고 재구성한 역사적 행위자 홍대용 스스로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충

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12)

본 연구는, 서문에서 시작하여 농수각의기지(籠水閣儀器志) 로 끝맺

는 주해수용의 전체 서술 구조가 서법(西法)에 대한 홍대용의 독특한

인식이 반영되어 산학 및 천문학 지식을 재구성한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

다. 그리고 그 독특한 인식이 어떻게 주해수용의 체제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의 짤막한 서문에서 산술의 기본요

소로 승제(乘除, 곱셈과 나눗셈)를 제시한 뒤 이를 주역의 음양(陰陽)

과 강유(剛柔)에 비유한다. 그가 산술을 주역에 비유한 것은 단순히

유학자도 산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산학의 정당화 논리를 넘어, 주해수
용의 전반적 구성 원리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홍대용이

11) 홍대용의 서양과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대체로 그 태도가 우호적임을

지적한다. 각주 6에 언급한 연구 참조.

12) 캐서린 자미(Catherine Jami)와 오영숙의 논의는 분석자가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Catherine Jami, Emperor’s New

Mathematics: Western Learning and Imperial Authority during the Kangxi Reign

(1662-17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오영숙,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구고'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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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비례인 사율법(四率法)을 측량문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산법으로부터 천문측량 문제에까지 이

르는 과정을 ‘승제’로 대표되는 산술체계로 구성할 수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대용이 실용을 중시하는 자신의 평소 생각에 따

라 주해수용의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 지식의 쓰임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주해수용의 서술 단계를 따라가며 전체 구성을 살펴보기

에 앞서 2절을 통해 홍대용이 젊은 시절부터 산학과 천문학에 보인 관심

을 주해수용의 저술배경으로서 다룬다. 그와 함께 주해수용의 전체

목차에서 드러나는 구성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서문에서 나타

나는 홍대용의 인식과 연결시켜 볼 것이다. 3절에서는 홍대용이 서문에

서 산술의 기본요소로 밝힌 승제의 의미를 살펴본다. 전통산학에서의 곱

셈과 나눗셈의 의미를 확인한 후, 수리정온이 들어온 이후 서양의 비

례인 사율법이 산학의 핵심으로 여겨지게 되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홍대

용이 주목한 승제의 역할을 확인할 것이다. 4절에서는 구고(句股)와 삼

각법을 이용한 측량문제를 홍대용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

이다. 홍대용은 사율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구고측량 및 삼각측량 문

제를 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율법을 이용한 풀이가 강조될 수 있도

록 측량문제의 유형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5절에서는

4절에서 소개한 측량 방법을 바탕으로 천체를 측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총 23개의 천문측량 문제들을 검토함으로

써, 홍대용이 어떻게 천문학의 영역을 산학에 편입시킬 수 있었는지 확

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3개의 천문측량 문제들을 통해 주해수용과
홍대용의 또 다른 저술인 의산문답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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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해수용의 저술 배경과 그 구성

본 절에서는 주해수용의 저술 배경과 함께 구성체계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주해수용은 기본적으로 홍대용의 산

학과 천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책이다. 특히 홍대용의 이러한 관

심은 직접 천문의기를 제작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의기들을 해

설한 내용은 이후 농수각의기지 로 엮여 주해수용의 말미를 장식하

게 되었다.

홍대용은 산학과 천문학을 단순히 주해수용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 병치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부분이 긴밀히 연관되도록 내용을 구

성하였다. 즉 전반부에서 소개한 산학 지식을 바탕으로 후반부에서는 의

기를 사용하여 실제 천체를 측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산

학 지식과 함께 측량을 다루는 것은 홍대용 이전의 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고지식과 함께 구고를 이용한 측량

문제를 다루는 구장산술 구고(句股) 장을 들 수 있다. 홍대용이 인

용하고 있는 수리정온 역시 측량에 필요한 기초 산학 지식을 먼저 제

공한 후 측량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하지만 홍대용의 주
해수용은 중국과 조선의 다른 산서와는 달리 측량문제 속에 지구에서

여러 천체까지의 거리 등을 계산하는 천문측량 문제를 포함시킨 점에서

독특하다. 홍대용이 산서에서 천문측량을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산서에서 자주 다루어지던 측량문제의 대상을 천체로 확장시킨 것 이상

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2.1. 산학과 천문학에 대한 홍대용의 관심

주해수용은 연행 이후인 1772년(영조 48)을 전후하여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해당 연도를 제시한 연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주해수용의 구체적인 저술 연도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13) 하지만 홍대용이 1765년(영조 41) 연행을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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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주해수용을 저술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대용은 주해수용
의 인용 서목 중 하나인 수리정온 한 질(帙)을 연행에서 구입하였으

며, 연행 중 인상 깊게 보았던 요양(遼陽) 백탑(白塔)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주해수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14)

홍대용은 이미 연행 이전부터 산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

였다.15) 당시 그가 어떤 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학습하였는지

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가 일찍부터 천문의기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의

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 가지 계기는 서전(書傳)의 ‘선기옥형(璿璣玉

衡)’ 기사를 통해서였다. 홍대용은 서전을 읽고 혼천의 제도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제작의 요령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16) 그의 나이 29세 때

인 1759년(영조 35) 호남 여행 중 기술자 나경적(羅景績)을 만나게 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혼천의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홍대

용과 처음 만날 당시 이미 나이가 70여 세였던 나경적은 스스로 서양 자

명종인 후종(候鍾)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경적은 서양

의 방법을 참고하여 혼천의를 제작하려 했지만 집이 가난하여 뜻을 이루

지 못하고 있었는데, 홍대용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경제적인 지원을

13) 조규익·소재영, 김인규 및 박성래는 주해수용이 저술된 구체적인 연도(각각 1773년

과 1772년)를 추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규익·소재영, “담헌
연행록 (湛軒燕行錄) 연구”, 동방학지 97 (1997), p.198; 김인규, 앞 책, p.324; 박성

래, 담헌 홍대용 (민속원, 2012), p.161.
14) 頤齋亂藁 卷11, 十三日丁酉[1768년(戊子) 11월 13일]. “又言洪大容新購數理精蘊一帙

於燕行”; 地測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0ㄱ. “遼陽白塔下，直途行一百
里，人目着地，望塔頂與地面叅切，問塔高幾何。”

15) 이는 북경 연행에 동행하였던 역관 홍명복의 홍대용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劉鮑問答 ,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12ㄱ. “洪譯笑曰，他我三大人侄兒，
初入中國，其才術甚高，星象算數律曆諸法，無有不會，手造渾儀，妙合天象，所以願見

兩位，一聽高論。”

16) 홍대용이 서전을 통해 혼천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연행을 마치

고 북경을 떠나는 날 관상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을
병연행록2, p.388 “동국에 있어 일찍 서전(書傳)을 읽으매 순(舜)의 선기옥형(璇璣

玉衡)제도를 흠모하되 상고할 길이 없었는데, 이곳에 이르러 대국의 기이한 기계를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심목(心目)이 크게 열릴 뿐 아니라 명나라 때 제작 된 것이 폐

하여 버려짐을 보니 나도 모르게 슬퍼져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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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함께 혼천의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대용은 나경

적과 그의 제자 안처인(安處仁)에게 3년에 걸쳐 혼천의를 제작하도록 하

였으며, 완성된 이후 자신의 고향 집에 농수각(籠水閣)이라는 건물을 짓

고 해당 의기를 설치하였다.17)

홍대용은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천문의기에 관한 내용을 훗날 주해
수용 농수각의기지 에 수록한다. 농수각의기지 에는 “통천의(統天

儀)”, “혼상의(渾象儀)”, “측관의(測觀儀)”, “구고의(句股儀)”, “규의(圭儀)”

등의 다섯 가지 의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통천의와

혼상의가 연행 이전 나경적, 안처인과 함께 제작한 의기였다. 통천의는

혼천의의 옛 제도(舊制)를 바탕으로 하면서 서양의 방법을 참고하여 만

든 의기이다. 여기서 서양의 방법이란 물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수격식(水擊式) 모델이 아닌 자명종 톱니바퀴[牙輪]의 운전을 통천의의

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며, 아마도 기술자 나경적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8) 통천의의 구조는 세 개의

고리[三環]와 내외(內外)의 두 층[兩層]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대용은 통

천의의 안쪽 층[內儀]에 구리철사로 구슬을 매달아 하늘의 별을 형상하

려 하였으나 이를 그만두고 별도로 통천의와 동일한 구조의 의기를 하나

더 만들어 해결하였으니, 이 의기가 바로 혼상의였다.19) 내층(內層)을 종

17) 나경적과 혼천의를 제작한 사정은 1766년(영조 42) 2월 24일 홍대용이 북경에 머물

면서 육비(陸飛)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실려 있다. 乾淨衕筆談 , 湛軒書 外集,
卷3, 杭傳尺牘, 12ㄴ-14ㄱ.

18) 통천의 제작에 서법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농수각의기지 의 “통천의” 기사와 김이

안(金履安)의 농수각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천의 운전 방법에 대한 육

비의 질문과 홍대용의 대답을 통해 서법을 채택했다는 말이 서양 자명종을 동력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統天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1ㄱ.
“唐虞之衡，周髀之笠，遠矣無徵，中古以來，譚天制器，代有新法，惟求其肖像，盖未之

聞。今就渾儀舊制，酌損繁縟，會通西法，創立一儀，名曰統天儀。”; 籠水閣記 , 湛
軒書 外集, 卷10, 湛軒書附錄, 8ㄴ. “其制因渾天之舊，而參用西洋之說。” 乾淨衕筆談

, 湛軒書 外集, 卷3, 杭傳尺牘, 16ㄱ. “起潛曰，然則運之若何。余曰，記事中已略及

之，此卽自鳴鐘牙輪互激之制，比激水甚簡要。” (밑줄친 부분의 원문은 ‘此’로 되어 있

으나, 문맥상 “激水에 비해 아주 간요하다”라는 의미가 타당하여 ‘比’로 수정하였다.)

19) 홍대용이 연행 이전에 통천의와 함께 혼상의도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육비에게 보낸

같은 편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乾淨衕筆談 , 湛軒書 外集, 卷3, 杭傳尺牘, 13ㄴ
-14ㄱ. “內儀之上，始將以銅絲結網，懸珠而象星宿，則三辰之眞象，可以全備，而以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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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싸서 큰 구로 만들고 그 위에 하늘의 모습을 형상하였으며, 통천의

와 달리 수격식으로 제작되었다.20)

위와 같은 두 의기의 제작 사례를 통해, 홍대용이 연행 이전부터 천

문의기에 관심을 보이며 그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천

의 제작에 자명종이라는 서양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서법에도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완성된 의기가 천상(天象)과

어긋남이 많다는 홍대용의 발언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21) 홍대용과 나경

적이 가지고 있는 의기 제작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이는 아마도 홍대용이 중국 여행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22)

홍대용은 마침내 1765년(영조 41) 11월,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

狀官)으로 청나라에 가게 된 숙부 홍억(洪檍)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북경

에 2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한 지 10여 일 만인 이듬해 정월 7일 예수회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

는 남천주당 방문을 시도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는 선교사들

涉炫燿姑闕之。別設一儀，兩層如原制，糊紙虛中，而正圓中分之，合于內儀之上，而固

其縫成鷄卵之形。上圓周天星宿及黃赤日月之道，其北極之環，自轉之法，十字之機，皆

同原儀。此制雖無日月之眞象，而星宿度數，粲然可考，又原儀之所不及也。”

20) 농수각의기지 의 기사를 통해 혼상의가 수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渾

象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2ㄴ-23ㄱ. “糊紙正圓，剖而合之，全覆內
層，成一大球也。(...) 外設機輪，以水激之。”; 혼상의란 구면에 별자리를 그리고 이를

회전시킴으로써 별과 일월오성의 출몰시각 및 방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의기이

다. 이용삼 엮음, 조선시대 천문의기 (민속원, 2016), p.362.
21) 북경 여행에서 남천주당을 방문한 홍대용은 자신이 제작한 의기가 천상과 어긋남이

많다며, 유송령과 포우관에게 의기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劉鮑問答 ,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13ㄴ. “余曰，愚不揆僭率，作渾天儀一座，考諸天象，多有違錯，貴堂

當有奇器，願賜一覽。”

22) 홍대용이 연행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는 날(영조 41년 11월 초2일)의 기록을 통해 그

가 이전부터 북경 여행을 바라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을병연행록1,
p.22. “그러나 문물이 비록 다르나 산천은 의구하고, 의관이 비록 변하나 인물은 고금

이 없으니, 어찌 한 번 몸을 일으켜 천하의 큼을 보고 천하의 선비를 만나 천하의 일

을 의논할 뜻이 없겠는가? (...) 이러하므로 내 평생에 한 번 보기를 원하여 매일 근

력을 기르고 程度를 계량하며, 역관을 만나면 중국말을 배워 기회를 만나 한 번 쓰고

자 생각하였다. 그런데 을유년(1765) 6월 都政에서 계부를 서장관으로 임명하시니, 이

는 뜻있는 자의 일이 마침내 이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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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는 청심원(淸心元) 등의 선물과 함께 연행 이전부터 서양식 천문

의기의 제도를 포함한 서학을 배우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정성을 보였다. 그러자 이틀만인 9일23) 남천주당을 방문할 수 있

게 되었고, 정월 19일 남천주당 세 번째 방문에 이르러서야 선교사들과

천문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24) 하지만 관상대(觀象臺)의

천문의기를 직접 보고자 했던 홍대용에게 남천주당에 머물던 선교사 흠

천감정(欽天監正) 유송령(August von Hallerstein 劉松齡, 1703-1774)과

부감(副監) 포우관(Anton Gogeisl 鮑友管, 1701-1771)은 관상대가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시켜주지 않았고, 홍대용의 요청이 거듭되자

파손된 의기 하나만을 구경시켜 주었다.25)

연기(燕記)에 따르면 홍대용의 관상대 의기 견학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지만은 않았다. 정월 24일 동천주당을 방문한 그는 동천주당 서쪽에

있는 건물이 관성대(觀星臺)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창틈을 통해 의기를

살펴볼 수 있었고, 3월 1일 북경을 떠나는 날에는 금지구역이라 알려진

관상대 출입을 시도하였다.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관상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혼천의, 혼상(渾象), 간의(簡儀)

등의 의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26) 관성대의 의기를 창틈으로밖에 볼

23) 담헌서 원문에는 8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8일에 홍대용이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 날(明日)인 9일에 보자는 답신이 왔으며, 을병연행록에도 9일에 남천주

당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헌서의 원문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劉

鮑問答 ,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10ㄱ-ㄴ. “初八日，以壯紙二束，扇子三把，眞墨三
笏，淸心元三丸，聯名爲書，送世八。(...) 世八受答而歸，言明日約與相見。(...) 初八

日，與李德星，譯官洪命福。同車而往。” (밑줄은 필자)

24) 홍대용은 남천주당을 정월 9일, 13일, 19일, 2월 2일 총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13

일에는 선교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정월 24일엔 동천주당을 방문하였다.

25) 劉鮑問答 ,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13ㄴ. “答曰，觀象臺儀器，甚可觀。此中只有

平常破物。余又强請之，乃令侍者持一器來。褙紙甚厚，正圓徑不過一周尺餘，上畫列

宿，兩錫環相結爲黃赤道，使之東西遊移，南北極各施直鐵，使不得南北低仰，以測歲差

云。鮑示觀象臺圖印本一張，臺上列十數儀器，制作奇巧。余曰，觀象臺切願一見，何以

則可。答曰，觀象臺係禁地，閑人不得雜進，親王大人輩，亦不得擅進云。”

26) 정월 24일과 3월 1일 방문한 곳은 각각 관성대(觀星臺)와 관상대(觀象臺)로 서로 다

른 곳이다. 관성대에 관한 기록은 담헌서 천상대(天象臺) 에 있는데, 천상대는 관

성대가 아닌 다른 관측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관상대는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의 고관상대(古觀象臺)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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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사실이나, 문지기의 재촉으로 관상대에서 급하게 나왔다는 설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북경에서의 의기 견학이 연행 이후의 새로운 의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7) 실제로 홍대용은

측관의를 제작하는 데 연행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

고 있으며, 의기와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여 측관의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8)

홍대용의 연행 경험은 이후 새로운 의기 제작뿐만 아니라 주해수용
의 저술에도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양의 천문의기를 어떻게든 보겠다는 그의 간절함이

다. 이는 연행 당시 홍대용이 서양 수학과 천문학의 우수함에 대해 이미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의 북경 여행을 서법을 배울 기회로 이용하려

했음을 잘 보여준다. 홍대용은 자신의 한문 연행록 연기 중 유송령과

포우관과의 문답을 기록한 유포문답(劉鮑問答) 에 서구과학에 대한 다

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이제 서양의 법은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하여 온갖 형상을 헤아리고 관

측하므로, 무릇 천하의 멀고 가까움, 높고 깊음,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을 모두

눈앞에 모아놓고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하니, 한·당 시대에 없던 것이

라 해도 거짓이 아니다.29)

킨다. 觀象臺 , 湛軒書 外集, 卷9, 燕記, 17ㄱ-ㄴ. 天象臺 , 湛軒書 外集, 卷9, 燕
記, 17ㄴ-18ㄴ.

27) 觀象臺 , 湛軒書 外集, 卷9, 燕記, 17ㄴ. “門者促出，卒卒而去。”

28) 홍대용은 연행에서 서법의 器와 數의 정교함을 배우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끝내 그

상세함을 얻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測觀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
志, 24ㄱ-ㄴ. “惟其器數巧密，工費劇繁，下國匹庶，靡力及此。亦嘗一到燕都，質于天

官，幷瞻臺儀，終未得其詳。” 홍대용의 측관의를 연구한 한영호의 연구에 따르면 홍

대용은 웅삼발(Sabatino de Ursis 熊三拔, 1575-1620)의 간평의설(簡平儀說)(1611)
을 중심으로 양마락(Emmanuel Diaz 陽瑪諾, 1574-1659)의 천문략(天文略)(1615),
나아곡(Jacques Rho 羅雅谷, 1593-1638)의 비례규해(比例規解)를 참고하여 측관의

를 제작하였다. 한영호, “洪大容의 測管儀 연구”, pp.143-147.

29) 劉鮑問答 ,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9ㄴ. “今泰西之法，本之以算數，參之以儀器，
度萬形窺萬象，凡天下之遠近高深巨細輕重，擧集目前，如指諸掌，則謂漢唐所未有者，

非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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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홍대용은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本之以算數，參之以儀

器]”하는 것을 서법의 장점이라 여겨 연행을 통해 서양의 천문의기를 직

접 보고 배우고자 계속 시도하였던 것이다. 연행 이후 저술한 농수각의

기지 의 “측관의” 조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서법에 대한 일관된 인식

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 서양의 법이 나온 이래로 機와 術의 묘는 요순 임금의 남긴 비결을 깊이 얻

었다. 의기로 관측하고, 산수로 헤아리니 천지 만상에 감추어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餘蘊]이 없어졌다.30)

중요한 것은, 홍대용이 실제로 서법의 장점에 대한 이상의 인식을 바탕

으로 주해수용을 저술하였으며, 나아가 주해수용의 내용과 구성을

통해 그 인식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홍대용은 천문의기를 다룬

농수각의기지 로 주해수용의 후반을 장식했을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산술에 기초하여 의기로 측량하는 구체적인 천문측량의 방법을 제시함으

로써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하는” 구성을 주해수용에 실제

로 구현해냈다.

2.2. 주해수용의 판본과 구성

주해수용은 홍대용의 문집인 담헌서에 수록되어 있다. 담헌서는
원래 15책으로 되어 있던 필사본을 7책의 활자본으로 편집한 것으로 홍

대용의 5대손인 홍영선(洪榮善)의 편집과 홍명희(洪命憙)의 교정을 통해

1939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되었다. 담헌서는 내집 4권, 외집

10권,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외집 권4-6에 주해수용이 실

려 있다.

30) 測觀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4ㄱ. “盖自西法之出，而機術之妙，深
得唐虞遺訣，儀器以瞡之，算數以度之，天地之萬象，無餘蘊矣。” (밑줄은 필자) 서법

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주해수용 외편 하 측량설 에서도 의기를 이용한 측량과

계산을 중시하는 홍대용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법의 장점에 대한 그

의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주 1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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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수용은 서문을 시작으로 크게 총례, 내편 상·하(內編上·下), 외

편 하(外編下)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말미에는 농수각의기지 및 음

률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구성 상 외편 상(外編上)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외편 상이 실제

로 존재했는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다. 담헌서는 1939년 간행 당시 교

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에서 오탈자가 발견되는데, 주해수용
역시 마차가지이다. 가장 눈에 띄는 예로 ‘지반경차(地半經差)’를 ‘지평경

차(地平經差)’로 표기한 것이나, 홍대용이 노인성의 의미로 사용하는 ‘병

성(怲星)’을 토성을 가리키는 ‘진성(鎭星)’으로 표기한 것을 들 수 있다.31)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홍씨주해수용(洪氏籌解需用)이라는 표제의

주해수용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외편 상이 누락되어 있는

신조선사본 주해수용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농수각

의기지 앞에 의기설악률해목록(儀器說樂律解目錄) 이라는 제목으로 의

기와 음률에 관한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32) 오자인 ‘지평경차’는 ‘지반경차’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진

성’ 등 신조선사본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탈자가 있다.33)

주해수용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의 목차와 구성

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학실용(籌學實用)이라는 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19세기의 산학서로 알려진 주학실용은 말미의 ‘원주후인변언정백휘

소저(原州後人邊彦廷伯暉所著)’라는 기록 때문에 변언정(邊彦廷)의 저술

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4) 하지만 주학실용 부록의 주수법(籌數

31) 각주 113, 121 참고.

32) 각주 36 참고.

33)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홍씨주해수용외에도 15책의 담헌서 필사본(비공개 자료)

이 소장되어 있다. 문석윤에 따르면 이 필사본은 신조선사본 담헌서 간행 시 대본

(臺本)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인보의 서문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신조선사

본의 편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문석윤·박희병·김문용·송지원·이경구, 담헌 홍대

용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p.13. 주해수용의 경우 홍씨주해수용과 외편 상이

없는 구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오탈자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신조선사본 간행

시 홍씨주해수용도 대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책에서 모두 발견되는

오탈자에 대해서는 각주 121, 137, 138을 참고하라.

34) 가와하라 히데키는 주학실용을 주해수용의 節錄本으로 소개한다. 가와하라 히데

키, 앞 책, pp.421-422; 2017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간행된 국역 주학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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籌解需用 籌學實用

外
集 
卷
四

序 -
總例 (생략) 總例 (생략)

內編 上

1) 乘法  2) 因法 
3) 加法  4) 商除法
5) 歸除法
6) 附 作九下還法 
7) 九歸法 8) 定身除法
9) 四率法  10) 之分法
11) 附 約分法
12) 量田法 
13) 附 解負法
14) 衰分法 15) 盈朒法 
16) 面積法 17) 體積法 
18) 開方法 
19) 軍營開方法
20) 雜法

內編 
上

1) 乘法  2) 因法 
3) 加法 4) 商除法
5) 歸除法
6) 附 作九下還法 
7) 九歸法 
8) 定身除法
9) 四率法   
10) 之分法
11) 附 約分法
12) 量田法  
13) 附 解負法

外
集 
卷
五

內編 下

1) 天元解 2) 朞閏解  
3) 天儀分度 
4) 勾股總率  
5) 平勾股 6) 比例勾股
7) 重比例勾股  

內編 
下

1) 衰分法  2) 盈朒法 
3) 面積法  4) 體積法 
5) 開方法  6) 雜法
7) 附 朞閏解
8) 律管解  9) 變律  

法)35)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본문은 사실상 주해수용과 동일하기 때문

에 변언정의 독자적 저술로 보기는 어렵다. 흥미롭게도 주학실용은 그

구성에서 신조선사본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학실용은 신조

선사본 주해수용과는 달리 내편 상·하, 외편 상·하의 구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이 책의 외편 상은 신조선사본 내편 하의 구고총률 부터

시작된다. 두 책의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주해수용과 주학실용 목차 비교

에서는 여전히 주학실용이 주해수용의 문제를 대부분 차용하고 있는 변언정의

저술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안나미 역, 국역 주학실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pp.1-3.

35) 주학실용의 부록에서 소개하는 주수법(籌數法)은 나아곡(羅雅谷)의 수학서 籌算
과 매문정의 산법을 말하는 것이다. 籌學實用 (부록) “籌數法泰西人羅雅谷所作，其
書成於崇禎戊辰。(...) 其後梅文鼎改製籌數，變豎爲橫， 自謂有六便，今從梅法。” 부록

의 주수법에 관한 내용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고사신서(攷事新書)(1771)
중 산수요략(算數要略) 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가와하라 히데키, 같은 책,

pp.383-384; 안나미 역, 같은 책,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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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三角總率  
9) 八線摠率 
10) 十弧正弦
11) 八弧正弦   
12) 圜儀率 13) 矩儀率  
14) 平勾股 
15) 比例勾股   
16) 重比例勾股
17) 圜儀 18) 附 方儀 
19) 矩儀

外編 
上

1) 勾股總率  
2) 平勾股 3) 比例勾股
4) 重比例勾股  
5) 三角總率  
6) 八線摠率    
7) 十弧正弦   
8) 八弧正弦  
9) 圜儀率 
10) 矩儀率     
11) 平勾股 
12) 比例勾股   
13) 重比例勾股
14) 圜儀 15) 附 方儀 
16) 矩儀

外
集 
卷
六

外編 下

1) 測量說     2) 辨方  
3) 定尺       4) 定率  
5) 製器       6) 量地  
7) 測北極     8) 測地球 
9) 天地經緯度 
10) 地半經差
11) 地測      12) 天測 

外編 
下

1) 測量說 2) 辨方  
3) 定尺   4) 定率  
5) 製器   6) 量地  
7) 測北極 8) 測地球 
9) 天地經緯度 
10) 地半經差  
11) 地測  12) 天測 

儀器說
樂律解
目錄
36)

籠水閣
儀器志

1) 統天儀  2) 渾象儀  
3) 測觀儀  
4) 句股儀 附雜法

5) 附雜法  6) 圭儀銘  -
1) 律管解  2) 變律  
3) 黃鍾古今異同之疑  
4) 羽調界面調之異

- 附 (籌數法)

이 표에서 드러나듯, 외편 상이 포함된 것 외에도 주학실용은 신조선

사본 주해수용과 여러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주학실용에는 서문과

천원해(天元解) , 농수각의기지 가 없으며, 기윤해(朞閏解) 는 내편

하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음률에 관한 내용에서도 주해수용의 말

미에 수록되어 있는 율관해(律管解) 와 변률(變律) 이 주학실용에서
는 내편 하의 부록 다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율관해 와

36) 의기설악률해목록 은 주해수용 말미의 천문의기와 음률 관련 부분을 모두 포괄하

는 목차로 “통천의”부터 “우조계면조지이”까지의 목차를 제시한다. 연세대 소장 필사

본 홍씨주해수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신조선사본 담헌서의 주해수용에서는 확

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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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률 은 음률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율관의 길이와

공체적을 구하는 산술문제 풀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은

천문의기와 음률에 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농수각의기지

보다는 주학실용과 같이 문제풀이로 구성된 내편 하에 수록되는 것

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주학실용이 원본 주해수용의 구성과

더 가까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학실용이
주해수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오탈자를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조

선사본을 기준으로 주해수용을 분석하되, 일부 오탈자와 책의 구성에

대해서는 주학실용을 참고하여 논의에 포함시켰다. 또한 음률을 다루

는 문제가 원본 주해수용에서 어느 편에 수록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전체 구성과 음률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본격

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신조선사본을 기준으로 주해수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서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총례(總例) 에서는 구구수(九九數)

와 함께 기본적인 도량형 환산 방법과 비율 등 산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편 상(內編上)에서는 산대를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을 시작으로 사율법(四率法) , 지분법(之分法) , 양전법

(量田法) 등 여러 산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내편 하(內編下)의 내용

은 방정식 및 역(曆) 관련 문제를 다룬 후 본격적으로 구고와 서양의 삼

각법을 이용한 다양한 측량의 방법을 소개한다. 외편 하는 앞서 소개한

측량 방법을 바탕으로 천문측량을 다루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은

본격적인 천문측량을 실행하기 전 방위를 정하고, 북극을 측정하는 등의

사전 작업에 대해 설명한 후 일월오성의 측량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관 제작 문제와 함께 농수

각의기지 를 통해 홍대용 자신이 직접 제작한 천문의기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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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편 항목 내용

外集 
卷四

序 주해수용 서문
總例 (생략) [표4] 참조

內編 
上

1) 乘法  2) 因法 3) 加法
4) 商除法  5) 歸除法
6) 附 作九下還法 
7) 九歸法  8) 定身除法
9) 四率法  10) 之分法
11) 附 約分法
12) 量田法 13) 附 解負法
14) 衰分法 15) 盈朒法 
16) 面積法 17) 體積法 
18) 開方法 19) 軍營開方法
20) 雜法

1-3) 곱셈의 방법
4-8) 나눗셈의 방법
9) 사율비례법
10-11) 분수법
12-13) 다섯 가지 형태 밭의 면적 계산 
및 밭 등급에 따른 세금 계산
14) 등급에 따른 비례배분
15) 2원 1차 방정식
16-17) 면적 및 부피 계산
18-19) 제곱근 및 세제곱근 계산
20) 잡법

外集 
卷五

內編 
下

1) 天元解   2) 朞閏解  
3) 天儀分度 4) 勾股總率  
5) 平勾股   6) 比例勾股
7) 重比例勾股 
8) 三角總率  
9) 八線摠率 
10) 十弧正弦 11) 八弧正弦  
12) 圜儀率   13) 矩儀率
14) 平勾股   15) 比例勾股  
16) 重比例勾股
17) 圜儀 18) 附 方儀 
19) 矩儀

1) 방정식
2-3) 천문역산
4-7) 구고를 이용한 풀이법 소개
8) 삼각법 소개
9) 육종법·이간법 등 소개
10-11) 정현값
12-13) 원의·구의를 이용한 풀이법 소개
14-16) 구고 예제 풀이
17-19) 원의·구의 예제 풀이

外集 
卷六

外編 
下

1) 測量說     2) 辨方  
3) 定尺       4) 定率  
5) 製器       6) 量地  
7) 測北極     8) 測地球 
9) 天地經緯度 10) 地半經差  
11) 地測      12) 天測 

1) 측량에 대한 서문
2) 四方 측량
3) 척도를 정함
4) 원주율을 정함
5) 의기를 만듦
6) 땅의 측량 방법
7-8) 북극과 지구의 측량
9) 경도와 위도
10) 지심을 기준으로 한 측량 설명
11) 지구의 반경·둘레 등을 구하는 문제
12) 천문측량 문제

籠水閣
儀器志

1) 統天儀  2) 渾象儀  
3) 測觀儀  4) 句股儀 附雜法  
5) 附雜法  6) 圭儀銘  

천문의기

1) 律管解  2) 變律  
3) 黃鍾古今異同之疑  
4) 羽調界面調之異

음률

[표2] 주해수용(1939) 목차 및 구성



- 18 -

주해수용 율력연원

구분 내용 구분 관련 항목

내편 상

곱셈·나눗셈
사율법(비례)
분수계산
면적법·체적법 등 수리정온

比例(下3)
平方(下11)
立方(下23)
三角形(下14)
割圜(下15, 16)
測量(下18) 등내편 하 구고법, 삼각법 등

외편 하
측북극, 측지구
지반경차, 
지측, 천측 등

역상고성

北極髙度(上4)
地半徑差(上4)
五星總論(上9)
五星視差(上15) 등

농수각의기지 의기

(음률) 음률 율려정의
黃鐘為萬事根本(上1)
黃鐘轉生律呂(上1)
定黃鐘縱長體積而襄周徑(上1) 등

홍대용은 총례 의 말미에 총 여덟 가지의 인용 서적을 언급한다. 그

중 하나는 청나라 율력연원(律曆淵源)(1723)으로, 이 책은 인용 서목

중 가장 방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신의 서구 지

식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37) 주해수용의 내편 상은 산술, 내편 하는

구고와 삼각법, 외편 하는 천문측량, 농수각의기지 는 의기와 음률을 다

룸으로써 산학, 천문학, 음악의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율
력연원 역시 각각의 주제들을 다루는 3부작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에서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38)

[표3] 주해수용과 율력연원 비교39)

37) 율력연원 외의 인용 서목은 다음과 같다. 원(元) 주세걸(朱世傑) 수학계몽(數學啓
蒙), 명(明) 정대위(程大位) 수학통종(數學統宗), 청(淸) 장수성(蔣守誠) 수법전서
(數法全書), 송(宋) 양휘(揚揮) 적기수법(摘奇數法), 이마두(利瑪竇)·명(明) 이지조
(李之藻) 혼개통헌(渾盖通憲), 경선징(慶善徵, 1616-?) 상명수결(詳明數訣), 박율
(朴繘, 1621-?) 수원(數原)(1700). 이 중 상명수결과 수원은 조선 산학서이며, 
상명수결은 현전하지 않는다.

38) 한영호는 주해수용의 구성을 내편 상과 내편 하(천원해)의 산술편, 내편 하(천원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하편, 외편 하의 측량편, 농수각의기지의 의기편 및 음률

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율력연원과 유사한 편제이다. 한영호, “서

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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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력연원은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2-1722)의 기획 하에

편찬이 진행되어 그의 사후인 옹정(雍正) 원년(1723)에 출간된 책으로, 
율려정의(律呂正義) 5권, 수리정온 53권, 역상고성(曆象考成) 42권
의 총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음률, 산학, 역산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수리정온은 당시 전통 및 서구산학 지식을 집대성한 책으로 
율력연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리정온이 소개하고

있는 서구 기하학 지식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

와 서광계(徐光啓, 1562-1633)가 17세기 초에 공역한 기하원본(幾何原
本)(1607)40)이 아니라 프랑스의 예수회 수학자 파디(Ignace Gaston

Pardies S.J., 1636-1673)의 기하원본Elemens de gemetrie(1671)에 기

초하고 있었다. 이 기하원본은 프랑스 선교사 부베(Joachim Bouvet

白晋, 1656-1730)와 제르비용(Jean-François Gerbillon 张诚, 1654-1707)

이 강희제의 교육에 사용하였던 수학 교재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적,

연역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보다 짧고 쉬우며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술된 기하학 서적이었다. 수리정온은 19세기 중엽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 미적분을 포함한 새로운 서구수학 지식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는 중국 산학의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영향

은 조선에도 미쳐 홍대용 이후 19세기까지 수리정온은 산학 지식의

주류로서 여겨졌다.41)

39) 주해수용과 율력연원의 전체 항목이 아닌 산학, 천문, 음률의 3부작 체제의 측면

에서 관련된 항목들을 비교한 표이다. 수리정온 측량(下18) 의 경우 천문측량이

아닌 지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한 측량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주해수용 내편 하와

비교하였다. 홍대용은 실제로 수리정온 측량 문제를 주해수용 내편 하에서 인

용하고 있다(각주 108 참고). 수리정온의 전체 구성과 목차는 Jami, 앞 책,

pp.317-319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40)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Euclid)의 원론Elements에 대해 마테오 리치의 스승 클

라비우스(Christoph Clavius 丁先生, 1538-1612)가 교정한 판본 15권 중 전반부의 여

섯 권을 번역한 책이다. 당시 마테오 리치는 서광계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아홉 권은 1857년 이선란(李善蘭, 1810-1882)과 영국 선교사 알렉

산더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에 의해 번역되었다.

41) Peter M. Engelfriet, Euclid in China: The Genesis of the F irst Chinese

Translation of Euclid’s Elements, Books I−VI (J ihe yuanben, Beijing, 1607) and

its Reception up to 1723 (Leiden: Brill, 1998), p.438; Jami, 앞 책, pp.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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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수용에서도 수리정온은 서구산학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 주

된 참고 서적이었다.42) 수리정온은 수의 근원을 설명하는 상편(上編)

입강명체(立綱明體) 와 본문에 해당하는 하편(下編) 분조치용(分條致

用) , 삼각함수표가 있는 표(表)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편은 다시

수부(首部), 선부(線部), 면부(面部), 체부(體部), 말부(末部)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감승제와 같은 기본 산법은 수부, 비례와

방정은 선부, 구고와 삼각형, 2차식[平方]은 면부, 3차식[立方]은 체부에

포함되어 있다. 수리정온의 이러한 구성은 점-선-면-체로 이어지는 기

하학의 기본 개념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리정온의 상편 권2-4

는 파디의 기하원본을 번역 수록한 것으로 권2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시작한다.

무릇 數와 度를 논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시작한다. 점으로부터 그것을

연장하면 선이 되고, 선으로부터 이것을 넓히면 면이 되고, 면으로부터 이것을 쌓

으면 체가 되니, 이를 세 가지의 大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길이는 있지만 넓

이가 없는 것을 선이라 이르고, 길이와 넓이가 있지만 두께가 없는 것을 면이라

이르고, 길이와 넓이, 두께를 모두 갖춘 것을 체라 이른다. 오직 점만이 길이, 넓

이, 두께가 없어서, 그 사이에 부분[分]을 담을 수 없고, 수로써 헤아려질 수 없

다. 그러나 선의 양 끝은 곧 점이니, 선·면·체는 모두 이것(점)으로부터 생겨났다.

점은 비록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수의 근본이다.43)

즉, 수리정온은 기하원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線), 면(面), 체(體)

의 단계적인 구성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15-339; 강민정, “구장술해의 연구와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66.

42) 한영호에 따르면, 주해수용의 내편은 전통산학서와 서양 기하학서의 인용과 요약

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외편은 역상고성을 중심으로 한 서양 천문학서를 인용

한 것이다. 서양 기하학서는 수리정온을 가리킨다. 한영호, “서양 기하학의 조선 전

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p.72.

43) 數理精蘊 上編, 卷2, 幾何原本一 “凡論數度，必始於一點，自點引之而為線，自線廣

之而為面，自面積之而為體，是名三大綱。是以有長而無闊者謂之線，有長與闊而無厚者

謂之面，長與闊厚俱全者謂之體，惟點無長闊厚薄，其間不能容分，不可以數度。然線之

兩端即點，而線面體，皆由此生。點雖不入於數，實為衆數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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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수용 역시 기본 산법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계적인 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주해수용은 수리정온의 산학 지식을 참고하면서도 수리
정온이 보여주는 선-면-체의 구조와는 다른 구성을 취하였다. 홍대용이

수리정온에서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면과 체의 개념은 단지 주
해수용 내편 상에서 면적법(面積法) 과 체적법(體積法) 항목을 구성

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다. 면적법은 주해수용의 각종 면적을 구하는

문제에, 구(球)의 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천체의 체적을 구하는 문제에,

원기둥의 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황종율관의 체적을 구하는 문제 등에 활

용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홍대용은 이후 이어지는 측량과 음률

등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정도로 면·체의 개념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리정온의 측량문제가 지상 세계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주해수용의 경우 그것이 천체로까지 확장된다는 점 역시 두 책의 중요

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주해수용의 천문측량 관련 부분은 수리정
온보다는 역상고성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었다. 우주 구조론에 대한

논의 없이 천체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계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

전통 역법서와 달리, 역상고성은 천문학 계산에 필요한 구면삼각법과

함께 땅에서 보이는 겉보기 천문 현상을 기하학적인 우주 구조론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천문학 지식이 반영된 역법 이론서였

다.44) 주해수용은 역상고성이 제공하는 이러한 서양천문학 지식을

수용하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천문측량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해수용이 다루는 서구 지식은 율력연원을 중심으로 참고하

였으며, 그에 따라 [표3]과 같이 산학·천문학·음률의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대용은 율력연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지 않고, 주해수용이라는 산서의 형식과 체계 및 목적에 알맞게 재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율력연원처럼 산학서, 천문학서, 음률서 세 가

44) 藪內淸, 兪景老 譯, 中國의 天文學 (전파과학사, 1985), pp.39-46; 전용훈,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적 풍토: 홍길주(1786-1841)의 수학과 그 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26 (2004), pp.293-298; 한국 천문학사 (들녘, 2016),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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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제의 책을 각각 저술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한 권의 산서’를 지은 것이다.

홍대용은 천문학, 음률에 관한 내용을 주해수용에 포함시키면서 이

를 전통적인 산서의 형식에 맞게 조정하였다. 역상고성은 땅이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측량의 문제들을 다루고, 천체의 둘레 및 궤도의 중심과

같은 우주 구조론 등의 역법 지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천체와의

실제 거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달리, 주해수용은 역상고성
이 제공하는 우주 모델과 같은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월오

성과 같이 실제 천체까지의 거리 등을 구하는 천문측량의 문제를 산술의

문답 풀이 형태로 재구성하고 있다. 율관해 역시 율력연원에 포함된

율려정의 및 명나라 주재육(朱載堉)의 율려정의(律呂精義)와 같은

음악 이론서가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12율관의 길이 및 체적을 구하

는 방법을 산서의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주해수용은 천문

학과 음률 지식을 산술문제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산서’인 것이다.45)

이렇듯 주해수용이 일월오성의 여러 천체를 직접 측량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수리정온은 물론 기존의 전통산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전통산서의 측량문제 역시 대부분 지상의 물체만을 대

상으로 한다. 홍정하(洪正夏, 1648-?)의 구일집(九一集)(1724)과 같이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일부 산서의 경우에도 해와 달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주고 서로 며칠 만에 만나는지를 묻는 문제와 같은 역

법에 관한 계산을 주로 다루고 있다.46)

이처럼 일반적인 산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천문측량 문제가 산서

45) 산서에서 음률 지식을 다루는 또 다른 사례를 구일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일
집은 12율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주해수용처럼 산서의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차종천 편, 九一集 (교우사, 2006),

pp.611-616.

46) 구일집에서 다루는 역법 관련 문제의 내용은 김용운·김용국, 앞 책(2009),

pp.463-509을 참고. 구일집에는 예외적으로 땅에서 해까지의 거리를 측량하는 문제

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문제는 홍정하가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닌 주비산경의 내

용을 요약한 문제라 할 수 있다. 九一集 권9 雜錄 “周公至洛, 定天下之中, 立八尺

之表, 南入千里差一寸，問日去地幾里。答曰，日去地八萬里。” [차종천 편, 같은 책,

p.609]



- 23 -

인 주해수용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홍대

용이 주해수용을 그처럼 구성하게 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홍대용은

짤막하지만 주해수용에서 다루는 산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서문을 통

해 책 전체의 구성 원리를 암시하고 있다.

홍대용은 우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산술을 중시했고 그에 능통했다

는 주장으로 서문을 시작한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委吏를 지내셨는데, 이르길 “회계는 맞게 할 뿐이다”47) 하셨

다. 회계를 맞게 하는 것은 算數를 버리고서 어떻게 하겠는가? 사가[史氏]가 공자

문하 여러 제자의 성대함을 말하길, 그들이 육예에 身通했다고 칭하니,48) 옛 사람

들이 실용에 힘씀이 이와 같았다. (따라서) 공자가 가르쳤던 바를 가히 알 수 있

을 것이다.

산법은 구장산술에서 비롯되어 대를 거쳐 부연하면서 그 풀이법[術] 또한

많아졌다. 각자가 책을 지어 상세하고 간략함이 한결 같지 않고 때때로 매우 기

이하고 숨어있는 이치까지 찾아내어 거의 숨바꼭질 놀이에 가깝게 된 것을 내가

병으로 여겨, 齋舍에 거하면서 일이 없는 참에 삼가 지금에 알맞고 쓰기에 적절

한 것을 가려 뽑아, 그 사이에 나의 뜻을 덧붙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곡과

두, 단과 필의 비율은 모두 지금의 법으로 통일하여 썼으니, 실제로 쓰일 수 있고

회계에도 합당할 것이다. 또 이 법을 익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

을 다스리면 족히 性을 기를 수 있고, 깊이 연구하면 족히 지식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니, 그 공이 어찌 음악이나 서책과 다르다고 하겠는가?49)

홍대용은 서문의 첫 머리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 역시 육예(六藝)에 힘

썼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듯 성인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산학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홍대용 이전의 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50)

47) 孟子, 萬章章句下 “孔子，嘗爲委吏矣，曰會計當而已矣，嘗爲乘田矣，曰牛羊茁壯

長而已矣。”

48) 史記, 孔子世家 “孔子以詩書禮樂教，弟子蓋三千焉，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

49) 籌解需用序 , 湛軒書 外集, 卷4, 籌解需用序, 1ㄱ. “孔子嘗爲委吏矣，曰會計當而已
矣。當會計者，舍筭數奚以哉。史氏言孔門諸子之盛，以身通六藝稱之，古人之務實用也

如此。孔氏之所以敎者，其可知已。筭法祖於九章，歷代演之，其術亦多矣。病其各自爲

書，詳略不一，往往逞奇索隱，殆有近於迷藏之戱者，齋居無事，謹采其宜於今而適於用

者，間附己意，錄爲一册。其斛斗段匹之率，幷以時法通之，庶得其實用而當於會計也。

且習是法者，其潛心攝慮，足以養性，探賾鉤深，足以益智，此其功豈異於琴瑟簡編哉。”

50) 조태구는 주서관견의 발문을 통해 수(數)가 육예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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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가 복잡해지고 많아진 산술 중에서 지금 쓰기에 알맞은 것만을 가려

내겠다는 주장 또한 산학이 일상의 실용적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즉

산학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홍대용이 서문에서 산학의 가치와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

들은 산학을 중시한 다른 양반 지식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인 논리였다.51) 아마도 서문의 이러한 통상적 성격 때문에 연구자들은 
주해수용의 서문에서 홍대용이 이를 저술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

다고 간주했던 듯하다.52) 하지만 홍대용은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산학을

공부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 하늘에 萬化가 있어도 음양을 벗어나지 않고, 주역에 萬變이 있어도 剛柔를

벗어나지 않으며, 筭에 萬術이 있어도 乘除를 벗어나지 않는다. 음양이 자리를 바

로해서 어지럽지 않으며, 강유가 번갈아 쓰여서 법칙을 이룬다. 자리를 바로함은

하늘을 모델로 삼고, 번갈아 씀은 주역을 본받은 것이, 승제[곱셈과 나눗셈]의 술

법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로부터 그것[乘除]을 이끌고 펼친다면, 小道를 살펴 大

德을 깨우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53)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籌書管見 跋 “數所以盡物變，而居六藝一體，言十歲學書計

周，官鄕大夫賓與賢能藝，班於德行三代敎法，槪可知矣。是故孔門七十子，皆成德達村

之士，而必稱身通六藝，孔子爲委吏，亦曰會計當而已矣。” 산학서들의 서문에서 나타

나는 공통적인 인식은 다음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언, “산학서의 序文에 나타

난 算學에 대한 인식”, 수학교육논문집 23(3) (2009), pp.563-581.
51) 영조 말부터 일부 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수학과 천문학이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되

고 논의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용훈, 한국 천문학사 (들녘, 2016),
pp.254-256. 구만옥에 따르면 조선 지식인들의 산학 일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육예(六藝) 중 하나로서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서의 필요성, 둘째, 천문역법 추산, 양전(量田) 등 정밀한 수학 계산이 요구되

는 분야에서의 실무적 필요성, 셋째, 수(數)에 대한 탐구를 통해 리(理)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수학(象數學) 분야에서의 필요성이다. 구만옥, 앞 논문, p.348.

52) 박성래는 주해수용의 서문에 대해 통상적인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어, 저술 목적

이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박성래, “洪大容 《湛軒書》의 西洋科學 발견”, p.253.

53) 籌解需用序 , 湛軒書 外集, 卷4, 籌解需用序, 1ㄱ. “嗚呼，天有萬化而不外乎陰陽，
易有萬變而不外乎剛柔，筭有萬術而不外乎乘除。陰陽正位而不亂，剛柔迭用而成章，正

位法乎天，迭用則乎易者，其乘除之術乎。若由是而引而伸之，觀小道而悟大德者，存乎

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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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승제를 음양과 강유에 비유한 뒤, 이를 이끌고 펼침으로써[引

而伸之], 소도(小道)인 산술을 통해 대덕(大德)을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산학 공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러 일반적 논거 중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

펴본 주해수용의 전체 구성을 고려한다면, 홍대용의 주장이 단지 일반

적인 강조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해수용의 내용 전개와 상

응하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홍대용은 주해수용에서 승제를 산술의 기본요소

로 제시한 뒤, 승제에서 시작하여 천문측량으로까지 나아가는 체계적 구

성을 택하고 있고, 이를 음양의 두 가지 기(氣)로부터 만물이 생성되고,

강유의 두 효(爻)로부터 주역의 64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54) 나아가 홍대용은 승제로부터 천문측량까지 이어지는 산

학의 전개를 통해, “대덕(大德)”을 깨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아마도 주해
수용이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문측량’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술을 대표하는 기본요소인 ‘승

제’를 잘 익히고 응용하면 책의 후반에서 의기(儀器)를 사용하는 천문측

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문측량의 ‘소도(小道)’를 통

해 ‘대덕(大德)’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해수용에
서 곱셈과 나눗셈은 단순히 사칙연산 중 일부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

다. 이 연산은 주해수용에서 전개 될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

작하는”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원리였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홍대용이 승제를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

54) 주해수용 서문에서 후반부의 내용은 주역 계사전(繫辭傳) 과 설괘전(說卦傳)

의 표현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易經 繫辭上傳, 第九章 “引而伸之，觸類而

長之，天下之能事畢矣。”; 第十一章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

卦。”; 繫辭下傳, 第一章 “剛柔相推，變在其中矣，繫辭焉而命之，動在其中矣。(...) 剛

柔者，立本者也；變通者，趣時者也。(...) 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 說卦傳,

第二章 “昔者聖人之作易也，將以順性命之理，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

剛，立人之道曰仁與義，兼三才而兩之。故易六畫而成卦，分陰分陽，迭用柔剛，故易六

位而成章。”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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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인데, 우선 다음 절에서는 산술의 기본으로 승제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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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제와 사율법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한다면 사칙연산의 가감승제

(加減乘除)를 들 것이며, 중국 전통산학에서도 이 네 가지 연산을 기본

연산으로 여겨 왔다.55) 그러한 점에서 홍대용이 산술의 기본요소로 덧셈

과 뺄셈을 제외한 곱셈과 나눗셈만을 강조하는 것이 독특해 보일 수 있

지만, 이는 홍대용만의 예외적인 주장은 아니었으며 곱셈과 나눗셈을 보

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중국 전통산서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홍대용이 곱셈과 나눗셈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통산서에

서 그것을 중요시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리정온을 통해 이루어진

서구수학 지식의 유입 이후 서양의 비례인 ‘사율법’을 산학의 핵심으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대용은 승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사율법을 주해수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중시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사율법을 중시하는 인식은 서구수학 지식을 받아들인 동시대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홍대용이 산술의 기본 요

소로 승제를 삼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산서에서 승제가 어떻

게 인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사율법과 승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3.1. 산술의 기초: 승제(乘除)

계산의 數는 九九에서 시작되고, 계산을 하는 방법은 곱셈과 나눗셈으로부터 나

온다.56)

55)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3, Mathematics and the

Science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Cambr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pp.62-65.

56) 揚輝算法, 乘除通變本末 “夫算之數，起於九九，制算之法，出自乘除。” [雪鸿, 中
国科学技术典籍通汇 数学卷1 (大象出版社, 1993), p.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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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南宋) 산학자 양휘(揚輝)의 위 서문과 같이, 홍대용 이전에도 산학

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중요시 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

산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중요했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곱셈과 나눗셈은 양휘의 서문과 같이 수의 시작으

로 여겨지는 구구(九九)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주비산경에
서는 수의 법이 구구[九九八十一]에서 나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

한 한(漢) 조상(趙爽)의 주석에 따르면, 구구는 곱셈과 나눗셈의 근원에

해당한다.57) 하후양산경(夏侯陽算經)의 명승제법(明乘除法) 에서 “무

릇 승제의 법은 구구를 먼저 밝혀야 한다”58)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를 미리 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학서의 첫 머리에 수록되었으며, 그 결과 승제의

근원인 구구는 자연스럽게 산학의 입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

다.59)

두 번째로, 곱셈과 나눗셈은 분수 연산과 관련되어 다양한 응용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분수에서 다루어지

는 두 수는 실(實, 나뉨수)과 법(法, 나눗수)으로 각각은 분자와 분모를

가리키는데, 이는 두 수의 의미가 토지, 곡물과 같은 실제 대상[實]을 표

준 도량형[法]으로 측정하는 개념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승제와 관련된 분수 개념은 특히 토지 측정, 곡물 교환 등 실생

활의 필요에 의해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이는 분수와 분수의

응용인 비례가 구장산술의 첫 두 장인 방전(方田) 과 속미(粟米) 에

서부터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0)

57) 周髀算經, 卷上之一 “數之法出于圓方，圓出于方，方出于矩，矩出于九九八十一。”

漢 趙君卿 注 “推圓方之率，通廣長之數，當須乘除以計之，九九者，乘除之原也。”[雪

鸿, 앞 책, p.19]

58) 夏候陽算經, 卷上, 明乘除法 “夫乗除之法，先明九九。” [雪鸿, 앞 책, p.380]

59)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된 산학취재의 기본서인 상명산법(詳明算法)(安止齋,
明初), 산학계몽(朱世傑, 1299), 양휘산법(양휘, 1275)과 같은 산서들은 모두 책의

앞 부분에 구구를 수록하고 있다. 허민 옮김, 산학계몽 (소명출판, 2009), 상권 p.19.
60) Needham, 앞 책, p.65; Jean-Claude Martzloff, Stephen S. Wilson (trans.), A

H istory of Chinese Mathematics (Berlin: Springer, 1997), pp.192-197; 장혜원, 산학
서로 보는 조선 수학 (경문사, 2006),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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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 역시 서문에서 승제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해수용
의 전반부인 총례와 내편 상을 산학계몽(算學啓蒙)(1299)과 같은 전

통산서들과 비슷하게 구성함으로써 전통산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중시

하는 인식을 따르고 있었다. 주해수용총례(籌解需用總例) 는 “구구수(九

九數)”에서 시작하여 곡식의 무게나 비단의 길이 등 실생활에서 밀접하

게 사용되는 수량을 여러 단위로 환산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내편 상에

서는 곱셈의 승법(乘法) , 인법(因法) , 가법(加法) , 나눗셈의 상제

법(商除法) , 귀제법(歸除法) , 작구하환법(作九下還法) , 구귀법(九歸

法) , 정신제법(定身除法) 의 총 여덟 항목에 걸쳐 산대 계산법[籌算]을

설명함으로써, 승제 위주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표4] 참고).61)

또한 홍대용은 내편 상에서 서양의 비례를 다루는 사율법 과 함께 분수

의 계산을 다루는 지분법(之分法) , 밭의 넓이를 구하는 양전법(量田

法) , 비례배분을 다루는 쇠분법(衰分法) , 2원 1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영육법(盈朒法) 등의 주제를 통해 곱셈과 나눗셈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쇠분법 의 마지막 문제인 제5문을 통해 승제의 활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62)

[문제] 쌀 480두를 대·중·소·잔·독 5등급의 가구[五等人戶]에 나누어 파는데, 대·중

2호에 분배한 양의 합과 소·잔·독 3호에 분배한 양의 합이 같도록 하려 한다. 각

각에 분배된 양은 얼마인가?

[답] 대호 128두, 중호 112두, 소호 96두, 잔호 80두, 독호 64두63)

61) 산대를 이용한 곱셈의 방법 중 인법(因法)은 법수(法數)가 한 자리인 경우, 가법(加

法)은 법수의 첫째 자리가 1인 경우의 곱셈 방법을 설명한다. 나눗셈의 방법에서는

구귀법(九歸法)과 정신제법(定身除法)이 각각 법수가 한 자리인 경우와 법수의 첫째

자리가 1인 경우의 연산을 다룬다. 산대를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의 자세한 방법은 장

혜원, 앞 책, pp.59-82 참고. 대부분의 전통산학서는 산대를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의

다양한 풀이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방법이 간단한 덧셈과 뺄셈의 방법

은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김용운·김용국, 중국수학사 (민음사, 1996), p.30.
62) ‘쇠분’은 구장산술의 세 번째 장인 쇠분 의 비례배분 문제를 의미하며, 수리정온
은 이를 화수비례(和數比例) 에서 다룬다. 강민정, 앞 논문, p.83-94.

63) 衰分法 , 湛軒書 外集, 卷4, 籌解需用內編上, 27ㄱ-ㄴ. “糶米四百八十斗，分大中小
殘獨五等人戶，欲大中二戶合分，與小殘獨三戶合分等數。問各該分幾何。答曰。大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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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대·중·소·잔·독 각각에 차등수를 두는데,

각 등급의 차이가 동일하도록, 대호를 5, 중호를 4, 소호를 3, 잔호를 2,

독호를 1로 하고 이를 허쇠수(虛衰數)라 한다. 대·중호의 합인 9에서 소·

잔·독호의 합인 6을 뺀 나머지 3을 각각의 허쇠수에 더하여 대호는 8,

중호는 7, 소호는 6, 잔호는 5, 독호는 4라는 값을 얻고 이를 허쇠증수

(虛衰增數)라 한다. 차등수에 3을 더한 값인 허쇠증수(虛衰增數)를 모두

더하면 30이 되고, 이를 법수(法數)로 삼아 실수(實數)인 쌀의 총량 480

을 나누면 16을 얻게 된다. 16을 다시 각 호의 허쇠증수에 곱하면 각각

의 배분량을 알 수 있다. 대호의 분배량을 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허쇠증수의 합 법 
총 수량 실 

×대호 허쇠증수   

홍대용은 쇠분법·양전법·영육법과 같이 전통산서에서 볼 수 있는 명

칭과 주제들로 내편 상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산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쓰임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주해수용의 전체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편 상은 전통산학 지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사율법·면적법·체적법64) 등과 같이 서구수학 지식의 영향을 보여주는 항

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율법은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 다음으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편 하부터 본격

적으로 다루어지는 측량문제 풀이 대부분에 쓰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였다. 앞서 홍대용이 서문에서 승제를 강조한 것은 기존 산

서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인식만을 답습한 것은 아니었으며, 서양수학

百二十八斗。中戶一百一十二斗。小戶九十六斗。殘戶八十斗。獨戶六十四斗。術曰。置

摠米爲實，另以虛衰數一二三四五，分配五等戶，大五中四小三殘二獨一。乃倂大五中四

得九。又倂小三殘二獨一得六，以减九餘三，却於前五衰內。各增三，大得八，中得七，

小得六，殘得五，獨得四，倂得三十爲法。除實得一十六斗，爲各戶衰數，以乘各戶虛衰

增數，得各戶該分。” (원문에는 풀이도 포함되어있다.)

64) 김용운·김용국에 따르면, 주해수용에서 사용되는 면적법, 체적법 등의 용어는 근대

적인 표현으로 기존의 산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김용운·김용국, 앞 책(1977),

p.258; 앞 책(2009),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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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수용 산학계몽 내용

總
例

九九數

算

學

啓

蒙

總

括

釋九數法 곱셈구구
九歸歌 九歸除法 나눗셈구구 

斤下留數
石下留數
匹下留數

斤下留法 근으로 나타내는 법 

- 明縱橫訣 산대 놓는 가결 
- 大數之類 큰 수의 종류 
- 小數之類 작은 수의 종류 
- 求諸率類 여러 비율을 구하는 방법

石斗率 斛斗起率 들이와 단위와 비율
斤兩率 斤秤起率 무게의 단위와 비율
匹尺率 端匹起率 길이의 단위와 비율

- 田畝起率 밭 넓이의 단위와 비율
田結率 - 조세의 단위와 비율
乘除訣 - 곱셈·나눗셈 방법의 정의
法實訣 - 實(나뉨수, 元數)·法(나눗수)의 정의
定位訣 - 자릿수를 정하는 방법

撞歸訣 -
實의 첫머리가 法보다 작거나 같을 경
우의 나눗셈

方圓乘除率 -
원주율 및 方圓 관련 문제를 풀기 위
한 기초 지식

-
古法圓率
劉徽新術
沖之密率

원주율

- 明異名訣
자주 사용되는 분수의 이름
(中半·少半·太半·弱半·强半)

- 明正負術 양수와 음수의 계산법
- 明乘除段 여러 곱셈과 나눗셈의 규칙 소개
- 明開方法 개방법(제곱근 풀이법) 소개

內
編
上
⏜
일
부
⏝

乘法
因法
加法

上

縱橫因法門
身外加法門
留頭乘法門

곱셈의 방법

商除法
歸除法

附 作九下還法
九歸法

定身除法

身外減法門
九歸除法門

나눗셈의 방법

이 들어온 이후 사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인식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표4] 주해수용과 산학계몽 비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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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율법

사율법은 서학의 비례이다. 이것은 쓰임이 넓고, 작은 수를 (큰 수로) 바꾸는데

이 법을 항상 사용한다. 소위 이승동제법이 바로 이것이다. 2율과 3율을 서로 곱

해서 實로 한다. 1율을 法으로 하여 이것(實)을 나누면 4율을 얻는다.66)

홍대용의 소개와 같이 사율법은 서양수학의 비례로서, 세 개의 기지수

(旣知數)로부터 한 개의 미지수(未知數)를 구하는 방법이다. 홍대용은 비

례 연산에 사용되는 두 수를 실(나뉨수)과 법(나눗수)으로 설명하고 있

다. 또한 홍대용은 서양의 비례인 사율법이 전통산학에서 쓰이는 비례의

방법인 ‘이승동제(異乘同除)’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승동제는 수
리정온에서 ‘정비례(正比例)’로 소개되는 것으로 구장산술의 속미 장

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지고 있는 수[所有數]를 구하려는 비율[所求率]에 곱하여 실(實)로 하고, 가지고

있는 비율[所有率]을 법(法)으로 하여, 실을 법으로 나눈다.67)

이 설명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하는 것은 소구수(所求數, 구하고자 하

는 수)라 할 수 있는데, 소구수를 구하는 식은 위 설명에 바탕하여 다음

과 같이 사율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유율(1율):소유수(2율)=소구율(3율):소구수(4율)

소구수 율  소유율 율 법 
소유수 율 ×소구율 율 실 

65) 허민 옮김, 산학계몽 상권 pp.17-66. 주해수용의 내편 상과 산학계몽의 상권은

산대를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을 소개하는 항목만 비교하였다.

66) 四率法 , 湛軒書 外集, 卷4, 籌解需用內編上, 16ㄴ. “四率法者，西學之比例也。其

用浩博，令耴貿易小數，以資恒用，所謂異乘同除是也。二率與三率，相乘爲實，一率爲

法，除之得四率。”

67) 九章算術 粟米 “以所有數乘所求率爲實，以所有率爲法，實如法而一。”[雪鸿, 앞

책,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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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식에서 2율인 소유수의 ‘소유(가지고 있는 것)’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른 것인 ‘소구(구하려는 것)’의 비율을 곱하므로 ‘이승(異乘)’이고,

같은 것인 ‘소유’의 비율로 나누어 ‘동제(同除)’가 되므로 이를 합하여 ‘이

승동제’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홍대용이 ‘이승동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정의한 서양의 사율법 역시 위와 같이 한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나눗셈으

로 이루어진 식이며, 이 연산에 사용되는 두 수는 ‘실’과 ‘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해수용에서 사율법이 산대를 이용한 여덟 가지의 곱셈과 나눗셈

의 방법 이후 소개되고 있는 것은 승제를 알아야 사율법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는 주해수용이 인용하는 산학계몽뿐 아니라 경선징(慶善徵, 1616-?)

의 묵사집산법(默思集算法)(17c 중반), 홍정하의 구일집과 같이 홍대

용 이전의 조선 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순서였다. 예를 들면, 산학
계몽은 산학계몽총괄 다음의 상권(上卷)에서 곱셈법 세 가지, 나눗셈

법 두 가지를 소개한 후 비례법에 해당하는 이승동제문(異乘同除問) 등

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68) 홍대용은 이러한 구성을 따르면서도 서양수학

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전통적 비례법의 명칭이 아닌 사율법이라는 이름

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홍대용이 ‘서학의 비례’라고 정의한 사율법은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李之藻, 1565-1630)의 동문산지(同文算指)(1614)69)를 통해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다. 동문산지는 총 세 가지 사율비례를 소개하고 있으

며, 각각의 비례는 이승동제(異乘同除, 정비례), 동승이제(同乘異除, 반비

례), 동승동제(同乘同除, 복비례)에 해당한다.70) 동문산지를 통해 전해

68) 天·地·人의 3권으로 구성된 묵사집산법은 첫 번째 권에서 7가지의 곱셈과 나눗셈

의 방법을 다룬 후 이승동제문 을 다루고 있다. 총 9권으로 이루어진 구일집은 권

1의 종횡승제문(縱橫乘除門) 에서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된 19문제를 다룬 후 이승

동제문 의 8문제를 다룬다.

69) 마테오 리치의 스승이었던 클라비우스의 Epitome Arithmeticae Practica(1585)를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가 번역하여 출간한 한역서학서이다. Epitome Arithmeticae
Practica와 함께 중국 전통 산법을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Jean-Claude

Martzloff, 앞 책, p.375.

70) 동문산지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비례법은 삼율준측법(三率準測法), 변측법(變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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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율법의 영향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산서는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구수략(九數略)(1700)이다. 구수략은 사율법을 명시적

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사상산법(四象算法)이 사실상 사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 서목인 동문산지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71) ‘사율법’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조태

구(趙泰耉, 1660-1723)의 주서관견(籌書管見)(1718)에서였다. 홍대용보
다 반 세기 앞서 사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조태구는 동문산지에서 소

개하는 세 가지 비례법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72)

동문산지 이후로는 수리정온이 열 가지의 더 다양한 사율비례를

소개하였다.73) 흥미로운 점은 수리정온이 새로운 산학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삼각법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의 양반

산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를 산학의 핵심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호수(徐浩修, 1736-1799)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을 들 수 있다. 서호수는 수리정온의 핵심을 요약한 비례

약설(比例約說) 의 서문을 통해 비례를 수학의 종지(宗旨)라 선언한 뒤

수를 배우기에 앞서 비례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황윤

석은 수리정온과 역상고성을 접한 후 이 책들의 핵심이 비례에 있

다고 보았던 것이다.74)

중준측법(重準測法)으로 불리며, 흠정사고전서 제요 에 따르면, 각각은 이승동제,

동승이제, 동승동제에 해당한다. 동승이제는 반비례(反比例)를 가리키며, 수리정온
에서는 전비례(轉比例)라고도 부른다. 동승동제는 여러 개의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복비례(複比例)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률비례(合率比例)라고도 한다.

提要 , 欽定四庫全書, 同文算指 “通編八卷以西術論九章，卷一曰三率凖測即古異乗
同除，曰變測即古同乗異除，曰重測即古同乗同除。”

71) 구수략에서 나타나는 서양수학의 영향은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00-232를 참

고하라. 그에 따르면, 구수략의 사율 표기법인 “日一率, 月二率, 星三率, 辰四率”은

동문산지의 표기법인 “第一率, 第二率, 第三率, 第四率”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72) 조태구는 주서관견의 비례부분을 이승동제 , 동승이제 , 사율법 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전통 비례와 서양의 비례를 각각 별도의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사율법 에서는 비례(比例, 정비례), 호시(互視, 반비례), 합률(合率, 복비례)로 나누어

동문산지의 세 가지 비례를 모두 소개한다. 籌書管見, 四率法 “四率者異乘同除

之法理者也。 其法有比例有互視有合率, 皆以二率三率相乘, 而以一率除之則得四率也。”

73) 수리정온에 나오는 비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正比例, 轉比例, 合率比例, 正比例

帶分, 轉比例帶分, 按分遞折比例, 按數加減比例, 和數比例, 較數比例, 和較比例



- 35 -

그러나 이처럼 비례가 산학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단순히 수
리정온이 동문산지보다 더 많은 비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

만은 아니었다. 이는 수리정온이라는 산학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강희제 시기의 산학을 연구한 캐서린 자미

(Catherine Jami)는 중국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산학 지식이라 할

수 있었던 서양 기하학이 어떻게 중국의 산학 전통과 연결되는지 보여준

다. 그에 따르면, 수리정온에 수록된 파디의 기하원본에서 다루는

비례(proportion)의 개념이 기존 중국 산학에서 비례 개념에 쓰던 율(率)

로 번역됨으로써, 유클리드 기하학과 산술 두 영역의 다리를 놓는

(bridge) 역할을 하였다.75) 수리정온의 내용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특징

으로 대표되는 공리적(axiomatic)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고 ‘율’을 사용한

비례가 훨씬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수리정온을 통해 서구수학 지식을

접한 조선 산학자들 역시 비례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호수, 황윤석과 마찬가지로 홍대용 역시 수리정온이 소개하는 산

학의 핵심을 비례로 인식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홍대용이 주해수
용 내편 하부터 시작되는 측량문제 대부분의 풀이를 사율법의 형식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대용은 비례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내편 상의 문제풀이 모두가 사

율법 형식에 맞추어서 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편 상

에서 사율법 은 지분법 , 양전법 , 쇠분법 등과 함께 여러 산술의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양전법 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밭 면적을 구하는 경우 주어진 한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하기[自

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홍대용은

사율법으로 풀이가 가능한 쇠분법에 대해서도 문제풀이를 사율법의 형식

74) 徐浩修, 私藁, 比例約說序 , “比例者，數學之宗旨也。度有大小，量有輕重，物有多

少，而比例生焉。線以線比，面以面比，體以體比，而比例行言。學數而不先於比例” 안

대옥, “18세기 正祖期 朝鮮 西學 受容의 系譜”, 동양철학연구 71 (2012), p.83; 구만
옥, 앞 논문, p.317. 黃胤錫, 頤齋亂藁 卷11, 初十日乙未[1768년(戊子) 9월 10일]. “今

閱此書，大意卒止用線比例而已。” 구만옥, “이재 황윤석(1729년~1791년)의 산학 연

구”, 한국사상사학 33 (2009), pp.227-228.
75) Jami, 앞 책, pp.1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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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쇠분법은 수리정온의 화수비례(和

數比例) 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으로, 수량의 합(和數)을 비례의 항으로 사

용한다.76) 3.1절에서 소개한 쇠분법 제5문을 사율법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허쇠수의 총합(1율) : 쌀의 총량(2율)

= 각 호의 허쇠증수(3율) : 각 호의 분배량(4율)

각 호의 분배량 율  허쇠수의 총합 율 
쌀의 총량 율 ×각 호의 허쇠증수 율 

위와 같이 쇠분법은 실제 수인 쌀의 ‘총량’을 기준으로 ‘각 호’의 허쇠증

수를 곱하고(이승) 쌀의 ‘총량’에 대해 허쇠수의 ‘총합’으로 나누므로(동

제), 이승동제의 정비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차등수(허쇠수)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율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대용은 쇠분법을 사율법으로 풀이하지 않고 있으

며, 분수계산을 다루는 지분법 에서도 모든 문제풀이에 사율법을 사용

한 것은 아니다.

주해수용에서 사율법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그 가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은 내편 하의 구고를 이용한 측량문제들부터라고 할 수 있

다. 측량문제들이 대부분 사율법으로 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

구고 , 중비례구고(重比例勾股) 등과 같이 항목 명에서 비례라는 용어

가 사용된다는 점은 홍대용이 측량에서 비례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적

극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율법은 주해수용의
절반 이상이 측량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동시에, 측량문제들에 대한 풀이법으로만 주로 제시되고 있다

는 점에서 사율법이 이 책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이 될 수는 없었다.

앞서 홍대용이 서문을 통해 승제를 강조한 것은, 사율법을 이용한 풀

이와 이용하지 않는 풀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산술의 핵심을 보여주

76) 강민정, 앞 논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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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승제의 중요성은 이미 전통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홍대용의 강조가 독특한 것은 아니다. 하지

만 그럼에도 홍대용의 주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승제’로 대표되

는 산술의 영역을 천문측량까지 확장시켰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사율법이었다. 수리정온은 비례 를

통해 승제와 사율법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77)

그러나 승제의 사이에 사율의 이치가 이미 그 가운데 묵묵히 들어있다. (...) 이것

을 비록 승제라고 이름 지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견주는 사율이다. 比例正法에 이

르면 그것이 갖춘 바가 매우 넓어지니, 크게는 七政天行을 추보하고, 髙深廣遠을

측량하며, 작게는 工程을 헤아리고[量功] 일을 안배하여[命事], 큰 것을 헤아리고

작은 것을 바꾸니, 비례로부터 기인하여 얻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78)

수리정온에 따르면 사율의 또 다른 이름은 ‘승제’이다. 수리정온은
위 소개 이후 동문산지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비례법인 이승동제·동승

이제·동승동제를 언급하는 데, 그에 따르면, 각각의 이름에 ‘승’과 ‘제’가

포함되는 것 역시 비례와 승제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77) 서호수와 황윤석의 글에서도 비례와 승제를 연결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서호

수의 비례약설은 수리정온 선부(線部)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 면부와 체부는

다루지 않는다. 서호수는 이에 대해 기하원본의 방원(方圓)과 비례약설의 승제를

익히면 면·체의 방법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徐浩修, 私藁, 比例約說序 , “苟

使學者，先習幾何之方圓，次習約說之乘除，了然於心而瞭然於目，則其於面體，亦足以

自我作法，何待古法。此約說之止於線，而不及面體之義也。” 황윤석은 천하의 수에는

‘실’과 ‘법’ 이외에는 없으며, 실과 법이 사율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실과 법은 곱셈과 나눗셈에 사용되는 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九九合數 , 理藪新
編21 算學入門[김용운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數學篇3 (여강출판사, 2001),
p.28], “算有實法二位，實上而法下，實本數也，法者以乘以除變換本數，隨遇以成者

也，蓋實體也，法用也，天下之數未有外于此者。”; 比例四率 , 理藪新編21 算學入
門[김용운 編, 앞 책, p.69] “比例四率之別，始自西洋而，同文算指數理精蘊而名之，然

古法所謂法實二位已包四率，推究可見。” (밑줄은 필자)

78) 數理精蘊, 下編, 卷3, 線部一, 比例 “然乘除之間，四率之理，已黙寓其中。(...) 是雖

名為乘除，而實為相比之四率也。至於比例正法，則所該甚廣，大而推歩七政天行，測量

髙深廣逺，小而量功命事，度大移小，無一非由比例而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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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정온은 또한 비례를 이용해야 칠정천행(七政天行)을 추보하고

고심광원(高深廣遠)을 측량할 수 있다며 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주해수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문측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

던 홍대용은 아마도 수리정온의 위와 같은 구절을 통해 측량의 핵심

이 비례에 있음을 파악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측량의 방법에 비례, 즉 사율법이 사용됨을 보여줄 수 있다

면, 결국 모든 측량이 사실상 산술에 포함됨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산서에서 다루지 않던 천

문측량도 산서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주해수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율법이지만

‘서양수학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율법에 대한 홍대용의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양의 사율비례를 처음

소개한 동문산지만 하더라도 사율법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

으며, 수리정온은 열 가지의 비례법을 제시한다. 홍대용과 같은 시기의

황윤석은 물론 그보다 앞선 조태구도 사율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

다. 그에 비해 홍대용은 사율법을 이승동제(정비례)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조선의 산학자들 중 유일하게 삼각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홍대용이 삼각법보다도 쉬운 비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를 근거로 
주해수용이 다루는 비례 지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였

는데, 이는 홍대용이 사율법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측량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79) 다음 절에서는 홍대용이 본격

적으로 사율법을 이용하여 측량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그와 함께 측량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사율법의 특징을 확인함

으로써 홍대용이 서양의 사율비례를 이승동제로만 소개한 이유도 확인하

고자 한다.

79) 홍영희는 주해수용이 정비례만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해수용에서 다루는

비례 지식이 수리정온과 달리 구장산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홍영희, 앞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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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량과 사율법

홍대용은 천문측량을 하기에 앞서 주해수용 내편 하를 통해 지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한 측량문제들의 구체적인 풀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해수용의 측량문제는 삼각함수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구고측량

과 삼각측량으로 구분되는데, 두 측량 모두 문제풀이에 사율법이 적극적

으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사율법을 측량의

핵심으로 여긴 홍대용이 그에 따라 측량문제의 유형 및 수리정온이
소개하는 삼각형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홍대

용의 이러한 시도는 산술과 측량을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우수하다

고 주장한 중국학자의 태도와도 다른 것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4.1. 비례구고와 측량

주해수용 내편 하부터 시작되는 측량문제들은 구고(勾股)를 기본요소

로 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측량에서 구고의 중요성을 외편 하의 측량설

(測量說) 에서 강조하고 있다.

관측 기구는 많은 방식이 있지만 모나고 둥근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를 헤아

리는 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勾와 股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80)

구고가 “높이와 깊이, 넓이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는 구장산술
구고 의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81) 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측량

에 사용되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홍대용 역시 주해수용에서 이를 강

조하고 있다. 앞서 홍대용은 주해수용의 서문에서 산술의 기본요소로

‘승제’를 들었다. 이에 비해, 측량설 에서 측량의 기본요소로 ‘구고’를 들

80) 測量說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ㄱ. “窺器多製而不出於方圜，推數
多術而莫要於勾股”

81) 九章算術 句股 “句股以御高深廣遠” [雪鸿, 앞 책,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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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은 홍대용이 마치 산술과 측량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각

각의 기본 요소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주해수용에
서 이 두 요소는 사율비례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구고에 대

한 본격적인 설명은 내편 하의 구고총률(勾股總率) 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홍대용이 이해하는 구고와 비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勾股는 구장산술에서 나왔는데, 곧 서양의 방법에서의 직각삼각형을 말한다. 직

각삼각형에서 밑변[橫]을 勾, 높이[立]를 股, 빗변[斜]을 弦이라 한다. 구가 3, 고가

4, 현이 5일 때가 구고의 本率이다. (...) 대개 구고에 세 개의 선이 있을 때, 두

개의 선으로 하나의 선을 구하는 것을 平勾股라 하고, 하나의 선이 있고 두 개의

表를 빌려서, 두 개의 小線과 하나의 大線으로 (또 다른) 大線을 구하는 것을 比

例勾股라 하며, 세 개의 선이 모두 없고 네 개의 表를 빌려서, 세 개의 小線으로

大線을 구하는 것을 重比例勾股라 한다. 그 述은 비록 다르나, 그 원리는 모두 同

式比例일 뿐이니, 세 개의 術을 아울러 구고총률이라 한다.82)

홍대용은 구고 풀이법을 평구고(平勾股), 비례구고, 중비례구고의 세 가

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수리정온에서 다루는 구고 지식을

평구고와 (중)비례구고로 분류함으로써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었다. 수
리정온에서 구고 지식을 다루는 장은 크게 구고 (下12, 13)와 측량

(下1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이 구고가 갖는 특

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고 장은 주해수용의 평구고 에

서,83) 구고측량 문제를 다루는 측량 장은 주해수용의 비례구고 ,

82) 勾股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3ㄱ. “勾股者，出於九章，卽西法
之直角三角形。橫曰勾，立曰股，斜曰弦，勾三股四弦五，爲其本率。(...) 盖勾股有三

線，以兩線求一線者，爲平勾股，有一線借兩表，以兩小線一大線求大線者，爲比例勾

股，倂無三線，虛借四表，以三小線求大線者，爲重比例勾股。其述雖異，其義則倂爲同

式比例而已。倂取三術，爲勾股摠率。” (밑줄은 필자)

83) 수리정온의 구고풀이법은 총 60가지로 그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고현의 세 선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모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함 2) 직각과 대응

하는 선분의 수선을 구함 3)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容方)과 원(容圜)을 구함

4) 구고현 선분 중 두 선분의 차(較) 혹은 합(和)을 알고 나머지 한 선분을 구함. 주
해수용은 수리정온의 60가지 풀이법 중 8가지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한영호는

홍대용이 실생활과 밀접한 구고측량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평구고의 내

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영호, “서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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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구고｣ (표 2개 혹은 구척을 사용하는 방법)

① 거리를 알고 높이를 구하라[有遠求高]

② 높이를 알고 거리를 구하라[有高求遠]

③ 깊이를 알고 거리를 구하라[有深求遠]

④ 거리를 알고 깊이를 구하라[有遠求深]

⑤ 거리를 알고 너비를 구하라[有遠求廣]

⑥ 높이는 모르고 거리를 구하라[無高求遠]

중비례구고 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대용은 비례구고 와 중비례구고 의 문제풀이를 3개의 기지

선(旣知線)으로부터 1개의 미지선(未知線)을 구하는 사율법의 원리로 설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따라 구고측량의 문제유형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홍대용은 대상을 측량하기 위한 조건(대상물까지의 거리, 높이 등)이

주어져 있느냐 혹은 그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례구고의 문제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한영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유형은 수리정온을 포함

한 기존의 다른 산서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홍대용만의 새로운 인

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영숙 역시 홍대용이 비례를 측량문제의 핵심으

로 파악하여 문제유형을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84)

주해수용의 비례구고 와 중비례구고 에서 제시하는 문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홍대용은 먼저 측량에 필요한 표의

개수에 따라 비례구고 와 중비례구고 로 구분한 후, 조건의 유무 혹은

주어진 조건이 거리, 높이, 깊이 중에서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각각을 9가

지, 3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표5] 주해수용 비례구고 및 중비례구고 의 문제 목록85)

홍대용의 《주해수용》”, pp.74-75.

84) 한영호에 따르면, 구일집은 어떤 대상을 측량하느냐에 따라, 측량법의는 어떤 의

기로 무엇을 측량하느냐에 따라 구고측량을 구분하였다. 한영호, 같은 논문, p.75. 오

영숙 역시 주해수용의 구고 지식이 사율법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평구고 와 (중)

비례구고 로 구분되는 것은 홍대용이 측량문제의 핵심이 비례에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오영숙, 앞 논문,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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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문제

①
 깃대[旗杆]가 하나 있어 그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만 깃발의 거리 3장
을 알고 있다. 높이는 얼마인가?

②
 나무가 하나 있어 그 거리를 측량하고자 한다. 이에 직각을 취하여 세로로 
15장을 헤아리니, 거리는 얼마인가?

③
 산이 하나 있어서 그 높이를 알고자 한다. 구척(矩尺) 두 개를 사용하는 방
법으로 그것을 측량하니, 산의 높이는 얼마인가?

⑦ 높이를 모르고 빗변의 거리를 구하라[無高求斜遠]

⑧ 거리를 모르고 깊이를 구하라[無遠求深]

⑨ 너비를 모르고 거리를 구하라[無廣求遠]

｢중비례구고｣ (표 4개를 사용하는 방법)

① 거리를 모르고 높이를 구하라[無遠求高]

② 거리를 모르고 깊이를 구하라[無遠求深]

③ 거리를 모르고 너비를 구하라[無遠求廣]

홍대용이 위와 같이 문제유형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한영호와 오영숙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구고측량 문제가 사율법을 이용하여 해결된다는

홍대용의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86) 즉, [표5]에서 제시되고 있

는 구고측량 문제유형은 주어진 조건과 표(表)를 이용하여 3개의 기지선

을 만들고, 남은 1개의 미지선을 구하겠다는 사율비례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구고 ①과 같이 거리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그

조건은 하나의 기지선을 이루게 되며, 표를 이용하여 나머지 두 기지선

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율법을 이용하여 대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수리정온 역시 사율법을 이용하여 측량문제를 해결하지만, 주해수
용처럼 문제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예제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

공하고 있다. 수리정온은 측량 “구고측량(勾股測量)”에서 구고측량을

8가지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수리정온 측량 “구고측량”의 문제 목록87)

85) 勾股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4ㄱ-15ㄱ.
86) 각주 84에 언급한 한영호, 오영숙의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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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이 하나 있어서 그 거리를 알고자 한다. 구척(矩尺) 두 개를 사용하는 방
법으로 그것을 측량하니, 담의 거리는 얼마인가?

⑤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리를 알고자 한다. 좌우 두 곳에서 직각을 취하지 
않고, 세로 39장으로 측정했다. 두 지점에서 각각 떨어진 바위의 거리는 얼
마인가.

⑥
 강 건너에 나무 한그루가 있어서 거리를 알고자 한다. 직각을 정할 수 없
어서, 이에 두 지점에서 나무를 향해 모두 빗변을 취하여, 세로 17장으로 
측정했다. 나무가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

⑦
 강 건너에 정자가 하나 있어서 그 거리를 측정하고자 한다. 직각을 취할 
수 없어서, 이에 두 지점에서 정자를 향해 모두 빗변을 취하여, 세로 30장
으로 그것을 측정했다. 정자가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

⑧
 탑이 하나 있어서 그 높이를 구하고자 한다. 같은 길이의 두 표(表)로 그것
을 측정하니, 높이는 얼마인가?

수리정온은 산, 바위 등의 측정 대상을 문제에 직접 등장시키면서, ①

과 같이 측정 대상과의 거리를 미리 조건으로 주기도 하고, ③, ④의 구

척과 같이 어떤 의기를 사용하는 지 등의 측정 도구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즉 수리정온은 어떤 대상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문제에

대한 측정 방법을 직접 지시해주고 있다. 주해수용 역시 수리정온처
럼 나무, 탑과 같은 실제 대상을 측정하는 문제를 별도의 항목에서 제공

하고 있다.88) 하지만 주해수용은 이러한 “예제”를 다루기에 앞서 사율

법에 더욱 주목하여 그 풀이 원리가 반영된 측량문제의 유형을 제공해주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유형의 제공은 이후 독자가 측량 예

제를 풀 때 어떤 유형을 이용하여 풀면 되는지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

다.89) 즉, 홍대용은 측량문제에 있어서는 수리정온보다 더 사율법에

87) ① 設如有一旗杆，欲測其髙，但知距旗杆之逺為三丈，問得髙幾何。② 設如一樹，欲測

其逺，爰取一直角，横量十五丈，問得逺幾何。③ 設如有山一座，欲知其高，用重矩之

法測之，問山之高得幾何。④ 設如一牆，欲知其逺，用重矩之法測之，問牆之逺得幾
何。⑤ 設如一石，欲知其逺，不取直角於左右兩處，横量三十九丈測之，問兩處各距石
幾何。⑥ 設如隔河一樹，欲測其逺，不能定直角，爰取兩處俱斜對樹，横量十七丈測
之，問離樹之逺得幾何。⑦ 設如隔河一亭，欲測其逺，不能定直角，爰取兩處俱斜對
亭，横量三十丈測之，問距亭之逺得幾何。⑧ 設如有塔一座，欲知其高，用相等兩表測

之，問得高幾何。

88) [표2] 내편 하에서 홍대용은 5) 平勾股 6) 比例勾股 7) 重比例勾股에 대해 14)-16)과

같이 동일한 명칭의 항목을 통해 예제를 제공하고 있다.

89) 예를 들어, 내편 하 15) 比例勾股 의 경우 홍대용은 일부 문제에 대해 세주로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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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측량문제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비례구고 의 첫 번째 유형을 통해 사율법을 이용한 구고측량 문제의

구체적인 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주해수용 비례구고 중 有遠求高 문제

[문제] 거리를 알고 높이를 구하라(有遠求高) <두 개의 表를 사용하거나 지평선

을 바라보아서 짧은 표[短表] 대신으로 사용한다>

[풀이] 表 사이의 거리를 小勾로 하여 1率로 하고, 表 높이의 차를 小股로 하여 2

率로 하고, 뒤 表와의 거리를 大勾로 하여 3率로 (한 후, 4率로서 구하려는 물건

의 높이를 계산한다).90)

위 문제는 길이가 다른 ‘두 표 사이의 거리’(小勾)를 1율, ‘두 표 높이의

차’(小股)를 2율, ‘뒷 표(後表)와 측량 대상 사이의 거리’(大勾)를 3율로

하여 4율을 구한 뒤 이를 뒷 표의 길이와 더하여 대상의 높이를 구하는

것으로, 삼각형의 닮음 비례를 이용한 풀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풀

이는 두 개 이상의 표를 사용하여 측량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통산서

당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 문제는 比例勾股 의 첫 번

째 문제로 “有遠求高” 유형([표5]의 ①)으로 문제를 풀이하라는 세주가 첨부되어 있

다. 比例勾股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25ㄴ. “旗竿距三十五尺，立短表
高三尺，前距三尺，立長表高九尺，自短表頭望竿頂，與長表頭參直，問竿高幾何。<有

遠求高>” (밑줄은 필자)

90) 勾股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4ㄱ. “有遠求高。<用兩表或望從地

平，以代短表。> 表距爲小勾一率，表差爲小股二率，後表遠爲大勾三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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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차술(重差術)을 떠올리게 하지만, 중차술은 측정 대상과 표가 만들

어내는 도형의 면적을 비교하여 풀이하는 방법으로, 비례법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91) 구장산술의 주석가인 유휘(劉徽, 3c)는 구고 의 측

량문제들을 중차술처럼 면적의 비교를 이용하여 풀이하거나 혹은 비례를

이용하여 풀이하였다. 즉, 예전부터 구고는 측량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구고를 이용한 풀이에서 반드시 비례관계만을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다. 반면에, 홍대용은 구고의 비례관계만을 이용함으로써 측량문제에 사

율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홍대용이 사율법을 이승동제만으로 소개한 이유도 설

명해준다. 예를 들면, 위에서 제시한 문제는 小勾(1율):小股(2율)=大勾(3

율):大股(4율)의 비례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小勾股의 밑변·높이

가 大勾股의 밑변·높이와 정비례 관계임을 의미한다. 4율인 ‘대고’를 구

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소구 율 법 
소고 율 ×대구 율 실 

이 식에서 2율인 소고(小股)의 ‘소(小)’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와 다른

대구(大勾)를 곱하므로 이승(異乘)이고, 서로 같은 소구(小勾)로 나누어

동제(同除)이므로, 이를 합하여 이승동제라 하는 것이다.92)

다른 구고측량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측량문제들은 대부분 대상

91) 중차술이란 표(혹은 표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대

상(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섬, 태양의 고도나 거리 등)을 측량하는 방법으로, 구장산
술의 주석을 쓴 유휘 이전부터 사용되던 방법이다. 유휘는 이 방법을 더 다듬어 구

고 의 부록 형식으로 총 9문제를 덧붙여 중차 라 하였으며, 이는 당나라 초기 해도
산경(海島算經)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엮여 산경십서(算經十書) 중 하나가 되었다.

해도산경의 첫 번째 문제는 이후 여러 산학서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는데, 양

휘는 두 표를 이용한 해도산경의 문제를 비례가 아닌 면적의 재분배를 이용한 ‘출

입상보법(出入相補法)’을 이용하여 풀이하였다. 김용운·김용국, 중국수학사,
pp.137-139. 중차술의 정의와 중차술에 사용되는 ‘출입상보법’ 풀이는 오영숙이 도해

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오영숙, 앞 논문, pp.12-17.

92) 3율인 대구를 기준으로 하여도 ‘고’와 ‘구’가 다르거나 같으므로 이승동제가 성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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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멀리 있거나 높아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루는 것으

로, 작은 수로부터 정비례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의 큰 수를 구하기 때문

에, 동승이제(同乘異除)와 같은 반비례는 필요가 없다. 또한 측량에 사용

되는 비례에는 두 개의 사율비례를 하나로 합하여 풀이하는 동승동제(복

비례)와 같은 방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홍대용이 여러 글을 통해 평

소 실용을 중시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율법을

이용한 풀이를 주로 측량문제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굳이

이승동제 이외의 방법을 소개할 필요 없이, 정비례만을 이용하여도 측량

에 사율법이 이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93)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앞서 홍대용이 산술과 측량의 기본요소를 각

각 승제와 구고라고 지적한 것은 이 둘을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측량에 ‘비례구고’가 사용된다는 점을 통해 측량 역

시 산술에 바탕함을 보여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고측량을 ‘산술적

개념’으로 구분한 오영숙은 홍대용이 구고를 기하학적 도형으로서 직각

삼각형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소 구고 선분의 비례관계로

파악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94) 이는 결국 홍대용이 구고를 이루고 있는

대소 구고의 선분을 ‘승제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측량을 승제에 기초하

는 산술문제로 생각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산술은 승제, 측량은 구고로 각각의 기본 요소를 설정하고, 후자를 전

자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홍대용의 이러한 태도는 산술이 측량보다 우수

함을 보임으로써 서양수학에 대해 중국 산학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했던 중국 산학자들의 태도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문정

(梅文鼎, 1633-1721)은 구장산술의 아홉 개 장을 양법(量法, geometry)

93) 홍대용이 평소 실용을 중시하였다는 점은 주해수용 서문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글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小學問疑 , 湛軒書 內集, 卷1, 小學問疑, 4ㄴ. “古之敎
也，於其幼時，已敎以六藝，故及其長也，上而雖未及知道，下而不失爲適用。”; 與人

書 , 湛軒書 內集, 卷3, 書, 19ㄱ. “窮年累世，縷析毫分，而實無關於身心之治亂，家
國之興衰而適足以來聚訟之譏，則殆不若律曆筭數錢糓甲兵之可以適用而需世。”; 林下

經綸 , 湛軒書 內集, 卷4, 補遺, 8ㄴ. “其有茂才卓行可以需時適用者，貢之於司。” (밑

줄은 필자)

94) 오영숙, 앞 논문,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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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술(算術, algebra)로 구분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可見者]과 관련

된 양법의 구고(句股)로는 산술의 방정(方程)을 다룰 수 없다며 측량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서구의 비례 사용은 산술로 양법을 돕는 것으로

[以算法佐量法] 파악하여, 산술이 기하학보다 더욱 우수함을 주장하였

다.95) 하지만 매문정의 이러한 주장은 기하학을 중심으로 한 서양수학에

대해 중국산학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

면, 그에 비해 서법의 우수함을 흔쾌히 인정하고 있던 홍대용이 굳이 매

문정과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산술과 측량을 구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

다. 홍대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서법은 바로 ‘산술(算術)’과 ‘의상(儀

象)’으로, 여기서 말하는 ‘산술’은 기하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서구 기하학도 모두 산술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기하학과

산술의 대립구도를 전제한 매문정과는 다른 입장이었다.96)

물론 홍대용은 서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것이 요

순 임금[唐虞]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논의를 펼침으로써 결국은 중국 전통

산학 및 천문학의 우수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에 대한 홍대용의 인정은 고대 요순 임금의 시기에만 한정된

의견이었으며, 그에 비해 수리정온을 통해 접한 서구과학 지식에 대해

서는 그것이 중국에서 기원했는지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진지한 고민으

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97) 그보다도 수리정온을 접한 이

95) 매문정은 구장산술을 量法(Measurement)의 方田, 小廣, 商功, 句股과 算術

(Calculation)의 粟米, 衰分, 均輸, 盈朒, 方程으로 구분한다. Catherine Jami, 앞의 책,

pp.82-101; Peter M. Engelfriet. 앞의 책, p.428. 曆算全書, 餘論 “數學有九，要之

則二支，一者算術，一者量法。量法者，長短遠近，以求其距，西法謂之測線。方圓弧矢

冪積周徑，以相求，西法謂之測面。立方渾圓堆垜之形，以求容積，西法之測體。在古九

章，則爲方田，爲少廣，爲商功，爲句股。算術者，消息，盈虛，乘除，進退，以差多寡

驗往以測來，西法謂之比例。(...) 在古九章，則爲粟布，爲衰分，爲均輸，爲盈朒，爲方

程。此二者，相需不可偏廢。雖然，算術可以濟量法之窮，而量法不可以盡算術之變何

也。可量者，其可見也，天下之不可見者，多矣。非算術何以御之，故量法有窮而算術不

窮也。夫旣量之而得其率矣，所量者，一欲知者，百西法之用比例，亦以算術佐量法也。”

(밑줄은 필자)

96) 與孫蓉洲書 , 湛軒書 外集, 卷1, 杭傳尺牘, 47ㄴ. “若其算術儀象之巧，實是中國之
所未發，大方評議云何。”

97) 測觀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4ㄱ. “盖自西法之出，而機術之妙，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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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홍대용의 관심은 곱셈과 나눗셈에서 시작하여 천문측량까지 이어지는

산술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었으며, 사율법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특히 중요하였을 것이다. 즉, 홍대용이 사율법을 통해

측량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매문정과 같이 산술과 양법을 구분하여 전

자로 후자를 돕는 방식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전자와 후자가 엄격

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산술이라는 넓은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4.2. 삼각측량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듯, 주해수용에서 홍대용은 수리정온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산서 최초로 서양의 삼각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주
해수용에서 소개되는 직각, 예각, 둔각의 정의는 수리정온의 삼각형

(三角形) (下14)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대용은 수리정온에
서 소개하는 삼각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데, 그 이유를 살펴

보기 위해 수리정온과 홍대용의 삼각형 이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리정온은 면부의 삼각형 에서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무릇 삼각형이란 것은 원의 절반에 세우면 직각이 되니 곧 구고이고, 원의 절반

을 넘으면 예각이 되고,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둔각이 된다. 그러나 예각,

둔각 상관없이 하나의 각에서 밑변(底邊)에 수선을 만들면, 곧 두 개의 직각이 되

니, 이는 여전히 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98)

得唐虞遺訣。”; 임종태, 앞 논문, p.271.

98) 數理精蘊, 下編, 卷14, 面部四, 三角形 “凡三角形，立於圓界之一半者為直角即勾股，

過圓界之一半者為鋭角，不及圓界之一半者為鈍角。然不拘鋭角鈍角，自一角至底邊作垂

線，即分為兩直角，是仍不離乎勾股也。”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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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수리정온 삼각형 에서의 삼각형 정의99)

수리정온은 하나의 원[圓界]을 상정한 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원

의 절반[圓界之一半]에 미치느냐의 여부를 통해 직각, 예각, 둔각삼각형

을 구별하고 있다. 홍대용 역시 반원(半圜)을 이용하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도수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리정온의 설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한[象限: 원의 1/4]”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직각, 예

각, 둔각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은 수리정온의 설명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홍대용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두 직선의 한 끝은 서로 만나고 다른 한 끝은 열려 있어, 그 사이가 虛面

을 이루는데, 아래는 두텁고 위는 뾰족하니, 그 형태가 뿔과 비슷하므로 角이라

부른다. 두 선의 사이를 반원으로써 헤아려 그 도수를 계산하니, 角度라 부른다.

두 선의 열려 있는 쪽에서 두 선의 끝이 또한 하나의 선을 이루니, 세 개의 선이

서로 만나, 총 3각을 이룬다. 3각 중에 하나의 각이 象限을 채운 것을 직각이라

이르며, <곧 구고이니, 구는 3 고는 4 현은 5와 같은 式인 것이 正勾股이다.> 하

나의 각이 상한을 넘는 것을 둔각이라 이르고, 3각이 모두 상한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예각이라 이른다.100)

99) 수리정온은 별도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림2]는 추정도이다.

100) 三角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5ㄱ. “凡兩直線，一端相切，一端
開張，中成虛面，下豐上尖，其形類角，故曰角。兩線之間，度以半圜，計其度數，曰角

度。兩線開張，兩線之端，又成一線，三線相切，總成三角。三角之中，一角滿象限者，

謂之直角，<卽勾股，其與勾三股四弦五同式者，爲正勾股。> 一角過象限者，謂之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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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리정온이 기하학적 도형(圖形)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삼각형

(三角形)’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면, 홍대용은 두 개의 직선과 두 직선

이 이루는 세 종류의 ‘각도(角度)’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

대용은 어째서 수리정온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굳이 위와 같

은 설명을 제시하였던 것일까? 이는 앞서 홍대용이 측량에서의 구고 개

념을 구고 선분간의 산술적 비례관계로 이해하였듯이 삼각형 또한 기하

학적 도형으로서보다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각과 선분 사이의 비례관계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비례구고를 사율법의 원리로 설명하

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각형 역시 사율법에 바탕하여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서로 비교하여 구하는데, 각각 그 비율이 있다. 또 세 종류의 角[예각, 둔각, 직

각]은 그 形이 천 가지, 만 가지이지만, 3각의 각도를 더한 것과 반원의 각도가

같다는 점에서는 곧 세 종류가 모두 같다. 그러므로 그 각이 작을 경우 이 각에

對하는 선은 반드시 짧고, 그 선이 길 경우 이 선에 對하는 각은 반드시 크다. 선

과 각이 서로 대응하며, 각에 定分이 있어, 서로 비례하니, 그 수를 얻을 수 있다.

대체로 하나의 각에 八線있고, 비례와 사율이 있으니, 무릇 3각과 3선에서 단지 3

가지만 알아도 그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세주 생략) 총괄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의 對를 1율로, 구하고자 하는 것의 對를 2율로 삼고, 알고 있는 것을 3율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4율로 삼으면, 모든 物의 高深廣遠과 천지의 형체와 칠정의

躔度에 대해 앉아서 궁구할 수 있으니, 그 구하는 풀이를 합하여 삼각총률이라

한다.101)

홍대용은 삼각형을 ‘형(形)’이 아니라 ‘율(率)’로 이해함으로써, 3개의 기

角，三角俱不滿象限者，謂之銳角。” (밑줄은 필자)

101) 三角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5ㄱ-ㄴ. “相比相求，各有其率。

且三種之角，其形千萬，但倂三角之度，與半圜度等，則三種均也。是以其角小者，對此

角者，其線必短，其線長者，對此線者，其角必大。線角相對，角有定分，互相比例，其

數可得。盖一角有八線，比例且四率，凡三角三線，但知其三，其餘可求。<只知三角則

三線無準推法不行。或所知角在所知兩線之間，線角無對則以夾角率推之。> 總以對所

知爲一率，對所求爲二率，所知爲三率，所求爲四率，則凡物之高深廣遠，天地之形體，

七政之躔度，可坐而致矣，總其求術，爲三角總率。” (밑줄은 필자. 원문에는 세주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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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旣知角)[혹은 선(線)]을 통해 1개의 미지각(未知角) 또는 미지선(未

知線)을 구하는 사율법의 원리로 삼각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
정온의 해당 장명이 삼각형 인 반면에, 홍대용이 해당 장명을 삼각총

률 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으며, 구고총률 및 이

어지는 팔선총률(八線摠率) ,102) 원의율(圜儀率) , 구의율(矩儀率) 등

의 항목 이름과도 일관성을 이루는 것이었다.

앞서 홍대용이 비례구고 와 중비례구고 에서 구고측량의 문제유형

을 사율법에 바탕하여 재구성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의율 과 구의

율 에서도 각각 의기인 원의와 구의를 이용한 측량 방법의 유형을 재구

성하여 소개하고 있다. 원의율 과 구의율 의 문제유형에 대해 실제 대

상을 측정하는 예제는 원의(圜儀) 와 구의(矩儀) 를 통해 제공한다. 구

고측량에서는 문제의 조건에 대상과의 거리 혹은 대상의 높이가 주어졌

다면, 삼각측량인 원의율 의 문제유형에서는 문제의 조건에 대상을 측

량한 결과가 둔각인지 혹은 예각인지를 알려주는 조건이 제시된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홍대용이 삼각형을 각도와 선분의 사율비례 관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문제유형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103)

홍대용이 삼각측량에서 삼각형의 각과 선분의 비례관계를 어떻게 파

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의율 의 다섯 번째 유형인 “無遠求高”,

즉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의기를 사용하여 둔각 삼각형을 만든 후 그 수선을 구하

는 유형으로 해법은 다음과 같다.

[풀이] 두 개의 의기로 거듭 측량하여 前表의 각도에서 後表의 각도를 뺀 나머지

를 아는 각[知角]의 對로 하고, 後表의 각도의 對를 구하는 각의 對로 삼고, 전후

의기의 거리를 아는 선으로 하여, 斜遠(빗변)을 미루어 구한다. 따라서 직각을 아

는 각의 對로 삼고, 前表의 각도를 구하는 각의 對로 삼아, 斜遠을 아는 선으로

102) 이 장에서는 ‘육종법(六宗法)’, ‘삼요법(三要法)’, ‘이간법(二簡法)’ 등 평면삼각법의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세 공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41-242를 참고하라.

103) 圜儀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22ㄱ-ㄴ. ①有遠求高 ②有遠求廣 ③

有深求遠 ④有高求遠 ⑤無遠求高 ⑥鈍角無遠求廣 ⑦銳角無遠求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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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다.104)

위 풀이에서 두 개의 의기와 측정 대상의 꼭대기가 이루는 둔각 삼각형

의 형태는 [그림2]에서 표현되는 둔각삼각형을 ‘사립(斜立)’시킨 형태로,

둔각이 아래로 향하게 되며,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높이는 둔각 외의 꼭

지점에서 아래로 내린 수선이 된다.105) 이러한 문제유형을 실제 측정에

적용한 구체적인 예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의(圜儀) 제6문을 살펴

보아야 한다.

깃발이 달린 나무가 하나 있다. 그 높이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거리를 모른다.

의기로 지평을 따라 깃발의 꼭대기를 바라보니, 표가 50도에 있다. 100척을 뒤로

물러나서 다시 지평을 따라 깃발의 꼭대기를 바라보니, 표가 40도에 있다. 높이는

얼마인가?

[답] 280척强106)

[풀이] 먼저 전후표의 각도의 차의 나머지(10도)를 깃발 꼭대기로 삼아 아는 각도

의 對로 하고, 그 정현(사인)을 1율로 삼는다. 후표의 각도(40도)를 구하는 각의

對로 삼고, 그 정현을 2율로 삼는다. 뒤로 물러난 거리를 아는 선인 3율로 삼고,

4율을 미루어 얻는데, (이 4율은) 깃발 꼭대기와 앞 의기 중심[前儀心]의 비탈거

리가 된다. 따라서 깃발 밑바닥의 직각을 아는 각도의 對로 삼고, 그 정현을 1율

로 삼는다. 전표의 각도를 구하는 각의 對로 하고, 그 정현을 2율로 삼는다. 빗변

을 아는 선의 3율로 삼아 (4율을 구한다).107)

104) 圜儀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22ㄱ-ㄴ. “兩儀重測，前表度减後表
度，餘爲對知角，對後表度爲對求角，前後儀距爲所知線，推得斜遠。乃以直角爲對知

角，前表度爲對求角，斜遠爲所知線。”

105) 홍대용은 이러한 형태를 앞서 삼각총률의 제3문에서 “斜立鈍角，求形外垂線”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三角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6ㄱ.
106) 정확한 값은 약 283.56이다. 홍대용은 强과 弱을 ‘대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시한 대략의 결과 값 보다 실제 값이 약간 더 클 경우는 强, 실제 값이 약간 모자

랄 경우엔 弱을 사용한다. 强과 弱은 정확히는 1/12만큼 크거나 작음을 의미하지만,

원나라 수시력(授時曆)에서부터 ‘약간 큼’, ‘약간 모자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확

인할 수 있다. Nathan Sivin, Granting the Season: The Chinese Astronomical

Reform of 1280, With a Study of Its Many Dimensions and and Annotated

Translation of Its Record (New York: Springer, 2009), pp.85-86.
107) 圜儀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33ㄱ-ㄴ. “旗杆一株，欲測其高，不知
其遠。儀從地平窺杆頂，表在五十度。退距一百尺，復從地平窺杆頂，表在四十度。問杆

高幾何。答曰。二百八十三尺强。術曰。先以前後表度相减，餘爲杆頂對知角度，其正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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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정온 하편 권18 측량 은 구고를 이용한 측량문제뿐만 아니라

삼각법을 이용한 측량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위 주해수용의 문제는 바

로 수리정온 측량 의 “삼각도수측량(三角度數測量)” 제3문을 가져온

것이다. 측정 대상이 산(山)에서 깃발이 달린 나무[旗杆]로 바뀐 것을 제

외하면 거의 동일한 문제라 할 수 있다.108) 홍대용은 주해수용에서 도

해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 문제와 동일한 “삼각도수측량” 제3문의

도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주해수용 원의 제6문

(수리정온 하편 권14, 측량 中 삼각도수측량 제3문)

그림과 같이 CD는 깃발의 높이가 되고, AB는 전표(前表)에서 후표(後

表)로 물러난 거리 100척이다. 전표와 후표에서 깃발의 정상을 바라본

각각의 각도는 50도와 40도인데, 이때 ∠A인 50도는 둔각삼각형 CAB의

외각이 되므로, ∠A은 △CAB의 내각인 ∠C과 ∠B를 합친 각도와 같게

된다. 따라서 ∠A 50도에서 ∠B 40도를 빼면 ∠C인 10도를 구할 수 있

다. 이제 △CAB의 세 각과 한 변의 길이인 AB를 알기 때문에 정현(正

弦: sine)법칙109)을 이용한 사율비례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爲一率。後表度爲對求角度，其正弦爲二率。退距爲所知線三率，推得四率，爲杆頂距前

儀心斜遠。乃以杆底直角度，爲對知角度，其正弦爲一率。前表度爲對求角度，其正弦爲

二率。斜遠爲所知線三率。”

108) 數理精蘊, 下編, 卷18, 面部八, 測量, 三角度數測量, “設如一山，欲知其高，用重測
之法，測之退步十丈，問山之高得幾何。” (풀이 생략)

109)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할 때sin


si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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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중에서 CA의 길이를 구하려면, “sin∠C(1율) : sin∠B(2율) =

AB(3율) : CA(4율)” 즉, “sin10˚ : sin40˚ = 100(尺) : x”의 관계를 통해

구해야 하며, 그 결과 CA의 길이인 x는

x (4율) =sin˚율 법 
sin˚율 ×尺 율 실 

로 약 370이 된다.110)

다음으로 깃발의 꼭대기에서 지평에 수선을 내리면 직각이 되기 때문

에, 첫 번째 단계를 통해 구한 CA의 길이와 ∠A를 이용하여, 직각삼각

형CDA에 대해 다시 정현법칙을 적용하면, “sin∠D(1율) : sin∠A(2율) =

CA(3율) : CD(4율)” 즉, “sin90˚:sin50˚=370:h”가 되므로, h의 값인 깃발

의 높이로 대략 280척의 높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홍대용은 구고측량과 마찬가지로 삼각측량에서도 사율법

을 통해 측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구고측

량과 삼각측량은 홍대용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구고측량 문제만

으로는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천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지만 서구의 삼각법을 이용한 측량은 정밀한 천문측량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해수용에서 지상 세계의 일상적인 대상에

관한 측량으로부터 천문측량으로 나아가는 구성을 택한 홍대용에게 있어

서 서구수학 지식인 ‘삼각법’은 그것이 서구의 새로운 방법이어서라기보

다는 그러한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需用] 내용

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율법과 삼각측량 지식을 통해 홍

대용이 어떻게 천체를 측량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110) 2율인 각도의 정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선분을 곱하는 이승(異乘), 정현으로 나

누는 동제(同除)를 행하므로, 정현법칙을 이용한 삼각측량에서도 여전히 이승동제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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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문측량

내편 하의 사율법을 이용한 구고측량과 삼각측량은 여전히 지상의 물체

를 대상으로 한 측량을 예시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홍대용은 외편 하를

통해 측량의 대상을 일월오성과 같은 천체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 방법

을 외편 하의 천측(天測) 에서 제시한다. 내편 하에서는 지상에 한정하

여 비교적 쉬운 삼각측량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표와 구척을 이용한 구

고측량에서 원의를 이용한 삼각측량 단계로 측량의 ‘도구’와 ‘방법’을 확

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외편 하에서는 천체를 대상으로 한

삼각측량을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측량 대상의 ‘범위’도 넓히고 있는 것

이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본격적인 천문측량을 다루는 장인 천측 의 내용

을 개관할 것이며, 그와 함께 천측 문제 중 삼각측량을 이용한 천문측

량 문제의 구체적인 풀이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그에 따라 주해수용
에서의 승제가 전통적인 산학 지식뿐만이 아닌 천문측량 문제까지 포괄

할 수 있는 산술의 기본요소가 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천측 문제

들을 풀이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홍대용이 서문에서 언

급한 “소도”를 통해 “대덕”을 깨우치는 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절

에서는 이를 의산문답에서의 우주론 논의와 비교함으로써 그 “대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정해 보려한다.

5.1. 천측(天測) 의 구성과 풀이

홍대용은 본격적인 천문측량을 수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사전 작

업을 외편 하의 첫 장인 측량설 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 살피고 헤아리는[窺推] 순서는 반드시 辨方[사방을 변별함]을 먼저하고, 그 다

음이 定尺[도량형을 정함]이다. 辨方으로써 극을 헤아리고, 정척으로써 땅을 헤아

린다. 먼저 地球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諸天에 이르면, 무릇 천지의 體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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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략을 얻을 수 있다.111)

그 첫 번째 순서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천문

관측에 사용될 척도를 정한다.112) 이를 기준으로 땅이 구형임을 측량한

후 마지막으로 천체를 측량하는 것이다. 측량설 에서는 천문측량의 사

전작업에 대해 위와 같이 간락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외편 하의 전체 목

차를 살펴보면, 그 외에도 원주율을 정하고[定率], 측량에 필요한 의기를

제작하고[製器], 북극을 측정[測北極]하는 과정과 함께 천지경위도(天地

經緯度) , 지반경차(地半經差) 등을 통해 천체를 측량하기 전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2] 참고).

천측 문제를 풀기 전 선행되는 과정들은 모두 필수적이고 중요했지

만, 그 중에서도 땅이 구형, 즉 지구(地球)임을 알고 그로 인해 생기는

지반경차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율법에 기반 한 삼각측량이 천문측

량에 사용되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홍대용에게 특히 중요했다. 
역상고성 지반경차 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주해수용 지반경차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13)

칠요성의 측정은 地心에 근본을 둔다.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의기를 설치하여 칠요

성을 측정해 얻은 높이와 거리는 모두 지면에서의 거리지 지심에서의 거리가 아

니다. 항성은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가 매우 멀어, 지심의 차이는 호리만도 못하므

111) 測量說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ㄱ-ㄴ. “其窺推之序，必先辨方，其
次定尺。辨方以量極，定尺以度地。先測地球，次及諸天，凡天地之體狀，可得其梗槩

矣。”

112) 홍대용은 강희제 때 표준으로 정해진 지구둘레 1도=200리가 아닌 마테오 리치의 측

천법인 1도=250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 값은 간평의설 및 주해수용의 인용 서목

중 하나인 혼개통헌도설의 수치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246. 홍대용이 역상고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척 에서 새로운 측천법을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옛 수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13) 신조선사본 담헌서에는 지반경차 가 아닌 지평경차(地平經差) 로 표기되어 있

다. 이 장은 지면과 지심 거리의 차, 즉 지구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논

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지반경차라는 제목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주해수용
본문( 천측 제13문)에서도 ‘지반경차’로 언급하고 있다. 지평경차라고 한 것은 ‘반

(半)’과 ‘평(平)’이 비슷하게 생긴데서 비롯된 인쇄 오류로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지반경차 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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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칠요성이라면 마땅히 증감을 함으로써 실제 거리

를 구해야 한다.114)

천체의 측량은 지구의 표면, 즉 지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진다. 따

라서 천체와 지구 사이의 고정된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인 천

체와 지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한다. 물론, 항성과 같이 지구로부터 매

우 먼 거리에 있는 별의 경우에는 지면과 지심 사이의 거리 차이가 주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지만, 비교적 가까운 행성들을 측

정할 경우에는 지심이 아닌 지면에서 측정함에 따라 생기는 지반경차를

분명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천측 에서 다룬 총 23개 문제의

대부분이 칠요, 즉 해와 달과 오행성을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측량

시 지반경차가 생기는 이유와 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야 한다는 것이다([표7] 참고).

특히 지면에서 천체를 측정하여 천체와 지심사이의 거리 혹은 높이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지반경차로 인해 지심-지면-천체가 삼각형을 이루

게 되므로, 사율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서

지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측량의 풀이 방법을 천문측량에도 적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천측 제13문을 통해 ‘지반경차’와 지심에서의

해의 높이인 ‘진고(眞高)’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4) 地半經差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5ㄴ. “七曜之測，本於地心。人在

地上，設儀測之，所得高遠，皆地面之高遠，非地心之高遠。恒星離地絶遠，地心之差，

不啻毫釐，在所不論。若七曜則宜有增减以求實距。”



- 58 -

[그림4] 주해수용 천측 제13문

[문제] 갑지에서 지평과 떨어진 해의 높이를 측정하면 73도 16분 23미[表度]이다.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는 16644200리이다. 지반경차 및 해와 지심선 사이의 진고

는 각각 얼마인가?115)

[답] 지반경차 51초 6미. 지심선의 진고 73도 16분 51초 19미116)

천측 제13문은 [그림4]와 같이 지심, 지면(甲), 태양의 세 지점이 만

들어내는 각이 둔각을 이루므로 정현법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이한다.

115) 천측 제13문에서 주어진 해와 지심사이의 거리인 16644200은 천측 제6문에서

얻은 값을 가져온 것이다. 신조선사본 주해수용의 천측 제6문은 해당 값이 잘못

인쇄되어 있으며, 주학실용을 참고하여 이를 교정한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

록]의 각주 137, 1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 天測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6ㄴ. “甲地測日距地平，高七十三度一
十六分零二十三微。日距地心遠一千六百六十四萬四千二百里。問地半徑差及日距地心線

眞高各幾何。答曰。地半徑差五十一秒零六微。地心線眞高七十三度一十六分五十一秒一

十九微。術曰。求地半徑差，則日距地心遠，爲對知線一率，地半徑爲對求線二率，表度

反减象限餘爲所知角度，其正弦爲三率，推得地半徑差角度之正弦，檢表得度。求眞高則

表度倂地半徑差。” (원문에는 풀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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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와 지심사이의 거리와 지반경은 삼각형의 두 선분을 이루는 요소

로서 미리 주어지는데, 그 값은 앞서 사율법으로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를 구하는 문제인 천측 제6문 및 제7문의 과정을 통해 얻은 값

(=16644200里, [부록] 참고)과 천측 의 바로 앞 장인 지측 의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얻은 지구 반지름(=14324里)의 값이다.117)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두 선분인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및 ‘지반경’을 각각 1율과 2율로

하고, 갑지에서 측정한 해의 높이인 표도에 대하여 상한을 더한 각도의

정현을 3율로 하여 4율인 지반경차를 구하는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지반경차의 정현(4율) =리 율 
리 율 ×sin표도˚율 

위 과정으로 얻은 값은 지반경차의 각도가 아닌 그 정현값이므로 삼각표

를 찾아서 지반경차를 구한다. 지평선과 지심선은 평행이므로 해와 지심

선 사이의 진고는 해와 지평선 사이의 각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표도와

지반경차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진고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천측 제13문은 제6문과 함께 역상고성 지반경차 의 문제를 재구

성한 것이다. 역상고성은 해당 장에서 ‘지반경차’의 원리 및 지반경과

해의 지심 거리[日天半徑] 사이의 비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설

명하기 위한 예제로 북경의 창춘원(暢春園)과 광동 광주부(廣州府)의 두

지역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함으로써 지심으로부터 떨어진 해의 거리와

창춘원에서의 태양의 진고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천측 제13문

의 갑지(甲地)는 바로 창춘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갑(甲)에서 측정한

태양의 고도 73도 16분 23미 역시 역상고성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그

대로 가져오고 있다. 즉, 주해수용은 역상고성 문제의 ‘해의 지심 거

117) 천측 제6문을 통해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은 [부록]을 참고하라. 
주해수용 지측 제2문은 지구반경을 구하는 문제이다. 홍대용은 이어지는 문제에서

지반경의 값이 필요할 경우 지측 제2문을 통해 얻은 지구반경 14324里를 이용한다.

地測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6ㄴ. “甲乙兩山，爲眞子午，甲山測北極
出地三十六度，乙山測北極出地三十七度，甲乙相距四十五萬零四十八尺三寸，問地半徑

幾何。答曰，一萬四千三百二十四里弱。”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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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구하는 부분은 천측 제6문으로, 창춘원에서 ‘해의 진고’를 구하는

부분은 천측 제13문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118)

해당 문제들의 풀이과정은 역상고성에서 제시하는 풀이 순서와 거

의 동일하지만, 홍대용이 그 풀이 과정을 제시하는 방식은 달랐다. 역상
고성은 지반경을 실제 리(里)수로 표현하지 않고 10000000이라는 임의

의 수치를 부여하여, 지반경에 대한 해의 지심 거리의 비율을 구함으로

써 지구와 천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 제

공하고 있다. 반면에, 홍대용은 앞서 구한 지반경 14324里를 이용하여 실

제 해의 지심 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119) 또한 홍대용은 이러한 문

제와 풀이를 전통산서의 문답 형식에 맞추어 제시하면서, 그 풀이 과정

에서 사율법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즉, 역상고성이 문

제풀이과정에 사율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홍

대용은 문제풀이의 단계적인 과정에서 얻어지는 요소들을 각각 1율, 2율,

3율에 대응시켜 4율을 구해나가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해수용
에서 지심과 오행성과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상
고성이 상편 권15의 오성시차(五星視差) 를 통해 지반경 1에 대한 오

행성의 지심거리를 비율로만 제시하고 있는 반면, 홍대용은 실제 의기를

이용하여 천체의 고도를 측정하고 실제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사율법 풀

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20)

118) 曆象考成, 上編, 卷4, 地半徑差 “康熙五十四年乙未五月二十九日甲子午正，<夏至後

八日也，以本日太陽躔本天之最髙為距地心之最遠>在暢春園，測得太陽髙七十三度一十

六分零二十三㣲，同時於廣東廣州府，測得太陽髙九十度零六分二十一秒四十八㣲。以之

立法，甲為地心，乙為暢春園地面，庚為天頂，子為廣州府地面，丑為天頂，戊為太陽，

寅為赤道。(...) 次用戊子甲三角形，此形有戊子邊有子甲邊<地半徑一千萬>有戊子甲之外

角六分二十一秒四十八㣲，求得戊甲邊一一六二二六四二五一二，為太陽在本天最髙時，
距地心之逺，以地半徑較之，其比例如一與一千一百六十二也。末用乙戊甲三角形，乙甲

邊為一，戊甲邊為一一六二，戊乙甲之外角一十六度四十三分五十九秒三十七㣲，求得乙
戊甲角五十一秒零五㣲，為最髙限，太陽髙七十三度一十六分之地半徑差，以加暢春園，
視髙七十三度一十六分零二十三微，得七十三度一十六分五十一秒二十八㣲，為暢春園太
陽之眞髙也。” (밑줄은 필자)

119)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45-246. 역상고성에서 지반경에 천만이라는 수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내용은 각주 118에서 제시한 자료의 밑줄을 확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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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제 비고

달

1-2) 달과 지심 사이의 거리 구하기

3) 달과 지면의 비탈 거리 구하기
2)에서 구한 달과 지심까지 거
리가 조건으로 주어짐

4) 달의 지름·둘레·체적·시경 구하기

3)에서 구한 달과 지면 사이의 
비탈거리 주어짐
둘레와 체적의 경우 먼저 구한 
지름을 이용하여 풀이

5) 달과 지심 사이의 거리 구하기
4)의 과정을 통해 얻은 달의 
반경이 주어짐

해

6-7)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구하기
6) 하지 후 8일의 거리
7) 춘분 후 8일 오정의 거리

8-9) 지면과 해의 각도 구하기 해와 천정 사이의 거리를 구함

10) 지면과 해 사이의 비탈 거리 구하기
7)에서 구한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주어짐
3)과 같은 유형

11) 해의 지름·둘레·체적·시경 구하기 4)와 같은 유형

12)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구하기
하지 때의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고 동지 때의 해
와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함

홍대용은 그 외의 다른 천측 문제들 역시 사율법에 바탕하여 문제

풀이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의 순서와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7] 천측 23문제 목록

120) 예를 들어, 주해수용 천측 제16문을 통해 구한 금성의 지심 거리는 대략

16365854里로 지반경 14324里와의 비율은 약 1:1142이다. 이 값은 역상고성에서 제

시하는 금성이 중거(中距)에 있을 때의 비율과 일치한다. 역상고성에 따르면 금성

의 거리가 중거일 때 지반경과의 비율은 태양이 중거일 때의 비율과 같다. 태양의 중

거 비율은 지반경차 에서 제시된다. 曆象考成, 上編, 卷15, 五星視差 “五星視差生於

地半徑，其測算之法，並與太陽太隂同。(...) 金星在最髙之比例為一與一千九百八十三，

其最大之視差為一分四十四秒，在中距與太陽同，在最卑之比例為一與三百零一，其最大

之視差為一十一分二十五秒。(...)” 卷4, 地半徑差 “今若以最髙太陽距地心一一六二，與

中距太陽距地心一一四二，(...)” (밑줄은 필자) 역상고성 오성시차 는 금성 외에도

수성 및 화성·목성·토성의 지심거리와 지반경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홍대용이

천측 제18-20문을 통해 구하는 외행성의 지심거리 값과 지반경의 비율은 역상고성
에서 제시하는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홍대용이 해당 수치에 대해 어떤 문헌을 참

고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62 -

13) 지반경차 및 해의 진고(眞高) 구하기 해와 지심 사이의 거리 주어짐

식
14) 월식일 때의 여러 수치 구하기
15) 일식일 때의 여러 수치 구하기

지면의 식으로 인한 허영중장
(虛影中長)·평경(平徑)·월심계평
경(月心界平徑)을 구함

내행성
16) 금성 측량문제
17) 수성 측량문제

내행성과 지심 거리 및 일심 
거리,
내행성의 포일행권 이수,
내행성이 지구와 가장 높을 때 
및 낮을 때의 거리를 구함
최대이각(금성 48도, 수성 24
도)이 주어짐

외행성
18) 화성 측량문제
19) 목성 측량문제
20) 토성 측량문제

외행성과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함

항성 21) 노인성 측량문제
노인성과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함

1주천 22) 외행성과 노인성(怲星) 1주천 구하기
외행성의 하루 가는 거리 및
병성의 하루 가는 거리 주어짐

칠요와 
항성

23) 칠요와 노인성121) 행권(行圈)의 1도 
리수 구하기

16), 17)에서 구한 내행성의 포
일행권 리수
18)-21)에서 구한 천체와 지심 
사이의 거리가 주어짐

천측 은 달과 해를 시작으로 금성과 수성의 내행성, 화성·목성·토성

의 외행성 및 노인성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구로부터 점점

먼 거리에 있는 천체를 측량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구성을 택하고 있다.

그 문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천체와의 거리, 천체의 둘레 및 직경,

공전궤도 둘레의 거리 등을 구하는 내용이며, 대체로 앞선 문제를 푼 후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앞선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어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

고 있는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먼저 내행성과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 지구-내행성-태양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을 이용

하여 내행성과 일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내행성

과 일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내행성의 포일행권, 내행성과 지구 사

이의 거리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다. 외행성인

121) 홍대용은 노인성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으로 병성(怲星)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측

제23문은 노인성을 진성(鎭星)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진성 혹은 전성(塡星)은 본래

토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해당 오자는 홍씨주해수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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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목성·토성 및 노인성의 경우엔 지심과 천체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

한 후 천측 의 마지막 문제를 통해 공전궤도 1도의 리수를 구한다.

천측 의 23문제를 모두 살펴보면 전체 풀이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지

만 결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구면삼각법과 같은 복잡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평면삼각법의 지식만을 사용하

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와하라 히데키는 주해수용의 삼각법 지

식이 평면삼각법에 지나지 않음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122) 지구

와 천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천체의 크기와 궤도의 둘레를 아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홍대용의 입장에서 굳이 구면삼각법을 이용할 필

요는 없었을 것이다. 홍대용의 입장에서는 서구수학 지식의 새롭고 어려

운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계산

에서 시작하여 사율비례, 구고측량, 삼각측량을 거쳐 천문측량까지 이어

지는 체계적인 산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 꼭 필요

한 지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 결과 홍대용은 앞서 지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한 측량문제에 이어,

천문측량 역시 사율법을 그 풀이 과정의 핵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천문측

량을 산술문제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홍대용이 산학

과 천문학을 구분하지 않고 한 권의 산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홍대용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든 시도였다. 일례로, 19

세기의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은 삼각함수를 천문학의 고유한 분야

로 생각하여 그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수학과 천문학을 분리하고 있었

다.123)

홍대용이 이처럼 주해수용의 전체 단계를 산술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식은 책 말미의 농수각의기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수각의기지

의 “통천의”, “혼상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측관의”는 홍대용이 연행 이

후에 제작한 의기이다. 한영호에 따르면, 우르시스(Sabbathino de Ursis

熊三拔, 1575-1620)의 간평의설(簡平儀說)(1611)에서 설명하는 간평의

122)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41-242.

123) 남병길의 수학과 천문학의 경계지음에 대한 논의는 오영숙, 앞 논문, pp.36-41을 참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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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평면 의기로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른 절기와 시

간을 계산할 수 있다.124) 홍대용은 “측관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대개 經星의 운행을 알 수 있으면 백년 사이의 差分을 가지런히 할 수 있으며,

땅의 형체가 正圓임을 알면 同軌의 먼 지역에서도 授時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며,

뭇 별들의 대소와 높낮이를 알면 빠르고 느림과 分合의 정상적인 법도[常度]가

밝혀질 수 있다.125)

즉, 의기를 사용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달력을 제작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서 천측 문제들을 통해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별들의 높

낮이와 크기, 운행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홍대용은 “측관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구고

의”로 측량하는 방법을 첨부하였음을 밝히며, 의기로 천체를 살피고, 곱

셈과 나눗셈[乘除], 즉 산술로 헤아리면 반드시 관측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임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금 옛 법을 따르되 그중에서 簡要하고 마련하기 쉬운 것을 택하여, 상당한 부

분을 더하거나 없애 하나의 儀器를 엉성하게 만들어 ‘측관의’라 명명하고, 勾股로

써 측량하는 법을 첨부하였다. (...) 의기를 살펴 형상을 보고, 乘除하여 그것을

헤아려 순식간에 알아내므로 게으른 자에게도 시간을 아끼는 마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절기가 고르게 나누어지므로 산중에 달력이 없음을 근심하지 않아도 된

다. 心目을 넓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없앤다는 점에서도 學人이 세속을 고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126)

124) 한영호, “洪大容의 測管儀 연구”, pp.143-160.

125) 測觀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4ㄱ. “盖知經星之運行，則百歲之間差
分可齊，知地體之正圓，則同軌絶域授時不忒，知列曜之大小高卑，則遲疾分合，常度燦

然。”

126) 測觀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4ㄴ. “今就舊法，取其簡要易辦，頗加
損益，粗成一器，命之曰測管儀，附以勾股測量之法。(...) 按器瞡影，乘除而推之，隙駟

芒忽，可以起懶夫惜陰之心。節氣分齊，不患山中之無曆，若其恢拓心目，消落世紛，亦

或爲學人毉俗之一助也。”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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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관의”에서 나타나는 홍대용의 주장은 “산수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서법의 장점에 대한 홍대용의 인

식이 측관의 제작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산수

와 의기가 이루는 ‘근본’과 ‘참작’의 관계란 앞서 보여주었듯이 사율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그 계산에 사용될 수치는 의기로 측량 하여

얻는 것을 의미한다. 홍대용은 이러한 관계를 주해수용 전체의 기본적

인 구성 원리로 선택함으로써 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5.2. 천문측량을 통한 천지 체상(體狀)의 이해

서구수학 도입 이후 홍대용 이외에도 서호수와 황윤석과 같이 서구수학

을 학습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서의 정밀한 관측

과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홍대용처럼 서구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천문측량의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책으로 저술한 사람은 확인

되지 않는다. 홍대용은 왜 이처럼 계산과 측량을 강조하고, 이를 천문측

량으로 수렴시켰을까?

외편 하의 측량설 은 주해수용의 두 번째 서문이라 할 수 있을 정

도로 산학과 천문학에 대해 홍대용이 지닌 인식의 핵심을 보여주는 글이

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통해 홍대용의 과학사상을 검토하였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측량설 을 통해 주해
수용의 서문에서부터 이어지는 홍대용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계산

과 측량을 강조하였던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하늘은 만물의 할아버지이고, 태양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땅은 만물의 어머

니이고, 별과 달은 만물의 諸父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 기르니[絪縕孕毓] 은혜

가 더 클 수 없고, 정성스레 보살펴 함육하니 은덕이 더 두터울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일생토록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지만 천지의 體狀을 알지 못한다. 이

는 마치 평생 부모를 믿고 의지하면서 부모의 나이와 용모는 모르는 것과 같으

니,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내가 하늘이 높고 멀다는 것을 알 뿐이고,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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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넓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남자이고,

내가 아는 어머니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천지의 體

狀을 알고자 할 때는 뜻으로 헤아려서는[意究] 안 되며, 이치로써 찾아서도[理索]

안 되니, 오직 기기를 만들어 살펴보고, 수를 계산하여 헤아려야 한다.127)

즉, 천지의 체상(體狀)을 아는 일은 오직 기구를 만들어 관측하고 수를

계산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의구(意究)’와 ‘리색(理索)’과 같이

뜻과 이치로 탐구하는 형이상(形而上)의 추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함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28)

유학의 전통에서 보통 자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천지(天地)’는 특히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지는 상관적 우주론과 연결되면서 유학자들의 중요한 지적 탐구 대상이

되어왔다.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같은 범주들

끼리 서로 대응시키는 상관적 우주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하늘을 3

원[三垣] 28수[二十八宿] 등으로 구분한 뒤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

상 세계의 현상과 연결 짓는 점성술의 구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천인

감응에 바탕한 우주론 및 점성술은 한나라 이후로 홍대용의 당대인 18세

기 조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었으며, 김석문, 서명응과 같은 동시대 조

선의 유학자들은 상수학적 우주론 논의를 통해 오히려 그러한 상관적 사

유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129)

127) 測量說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ㄱ. “盖天者萬物之祖，日者萬物之
父，地者萬物之母，星月者萬物之諸父也。絪縕孕毓，恩莫大焉，呴濡涵育，澤莫厚焉。

乃終身戴履而不識天地之體狀。是猶終身怙恃而不識父母之年貌，豈可乎哉。若曰天吾知

其高且遠而已，地吾知其厚且博而已，則是何異於曰父吾知其爲男子而已，母吾知其爲女

子而已者哉。故欲識天地之體狀，不可意究，不可以理索，唯製器以窺之，籌數以推之。”

(밑줄은 필자)

128) 임종태, 앞 논문, p.269.

129) 18세기 서양과학 지식이 유입된 후 조선의 우주론 논의에서 상수학적 체계의 심화

가 일어나고 있다는 논의는 문중양을 참고하라. 문중양,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

지식의 성격 ― 象數學的 宇宙論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1(1) (1999),
pp.50-57; 하늘을 구획하고 이를 점성술적으로 이해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p.59-14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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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로서 홍대용 역시 천지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그는 천지의 체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천지를

이해하는 핵심이 그 물리적 모양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았고, 그 점

에서 “의구와 리색”, 즉 형이상학적 탐구를 더욱 중시하는 보통의 유학

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약 이렇게 천지의 체상을 파

악하여 얻는 깨달음이 곧 주해수용의 서문에서 언급한 “대덕”과 관계

되는 것이라면, 측량설 에서 홍대용이 던진 메시지는 곧 상관적 우주론

과 같은 형이상학적 방법이 아닌 정밀한 계산과 관측이라는 “형이하의

소도”를 통해 “대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홍대용은 천지 체상을 파악하여 얻는 깨달음, 즉 서문에서 말한

“대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주해수용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

하지 않는다. 다만 농수각의기지 의 “혼상의”에 실린 점성술 비판을 통

해 홍대용이 말하는 대덕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주에) 쌓인 기가 넓고 광활하며 뭇 별이 무수히 배열된 것이 無情無朕하여 말

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三垣, 五星, 28宿, 360官, 11520數에 대해 人事에 증

험하고, 物形으로 象을 삼고, 이리저리 나누고 억지로 결합함으로써 祥眚를 점치

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것이 무슨 학설인지 모르겠다. 다만 12辰次를 구분한 연후

에야 하늘을 추보할 수 있으며, (별의) 운행 도수가 밝혀진 연후에야 역법을 만들

수 있으며, 일몰 시 남중하는 별을 정한 연후에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정해진 경계가 없다면, 측후는 어디에 근거하겠는가? 이것이 뭇 별들의 이름이

없을 수 없으며 그 유래한 바가 오래인 이유이다.130)

위 기사에 따르면, 3원 28수의 구도와 같이 하늘을 구획하고 주역의 괘

를 만물과 대응시켜 그것을 지상세계의 길흉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데는

확고한 근거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도는 추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130) 渾象儀 , 湛軒書 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22ㄴ. “積氣寥廓，列曜森布，無情無
朕，不可得以名狀也。乃若三垣·五星·二十八宿·三百六十之官·萬有一千五百二十之數，

參之人事，象以物形，割裂牽合，以占祥眚，吾不知其何說也。惟辰次分然後天可步也，

躔度明然後曆可治也，昏中定然後時可協也。不有定界，測候何據。此列曜之所以不能無

名而所由來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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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근거하여 별들의 운행을 계산하는 데는 유용하

다. 이러한 구도들은 어디까지나 추보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별들이 그 구도에 따라 무리를 지어있거나 별자리를 이루어 지상

세계와 감응하는 것이 아니다. 홍대용은 12진차를 구분하고 일몰 시 남

중하는 별을 정하는 것, 즉 하늘의 경계를 정한 후에야 그에 따라 추보

해서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지 점성술

과 관련 없는 추보의 수단으로서만 이러한 구도들의 유용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홍대용은 점성술의 구도들이 지상세계의 일과 직접

적 관련이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대덕”의 한 가지 사례이며, 주해수용
에서 행한 천지 체상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계산과 관측을 통해 천치의 체상을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된 깨달음을

홍대용이 본격적으로 표출한 저술이 의산문답이었을 것이다. 18세기

조선에 서양과학 지식이 유입된 이후, 이를 주역 상수학의 구도를 통해

해석하는 우주론 논의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의산문답
을 통해 예외적으로 반상수학적 태도에 입각하여 서구과학 지식을 수용

하고 점성술을 적극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31) 이러한 홍대용의

추구에서, 주해수용은 산서로서 천지에 대한 지식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정밀한 계산과 측량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에 비해 의산문
답은 그 과정을 통해 도달한 ‘사상적’ 깨달음을 담았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대용은 주해수용에서 짧은 단서만을 제시하는 데 그친 우

주론적 깨달음을 의산문답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일례로, 그

는 의산문답을 통해 전통적 물질관인 오행설을 비판한다. 물질의 근본

을 다섯 가지로 정해놓은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를 또 하도와 낙서에

억지로 연결하고, 주역과 상수학의 구도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만들었

다는 것이다.132) 뿐만 아니라 홍대용은 천체의 세계와 지상 세계 사이의

연관을 전제로 한 점성술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먼저

131) 문중양, 앞 논문, pp.50-57.

132) 毉山問答 , 湛軒書 內集, 卷4, 補遺, 30ㄴ. “故五行之數，原非定論，術家祖之，河
洛以傅會之，易象以穿鑿之，生克飛伏，支離繚繞，張皇衆技，卒無其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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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을 구획하여 연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근거가 없는지를 설명

한다. 지구가 드넓은 우주[太虛]에 비한다면 티끌에 불과한데도, 이를 역

가(曆家)들이 임의로 정한 별자리의 도수에 억지로 분속시키고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133) 그에 따르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땅에서

보면 별자리를 이루어 떼 지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 별들은

땅으로부터의 높낮이와 원근이 엄청나게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수

없는 것들이다.134)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도 땅에서 일어나는 인

간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저 해와 달과 땅의 경위도가 같아 일

직선을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가림으로써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135)

주해수용 천측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의산문답의 점성술 비판

및 우주론 논의에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홍대용은 지구의 반지름을 측량한 후 지구와 점점 멀어지는 순서대

로 천체와 지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천체의 공전궤도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내용으로 천측 을 구성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별들 사이의 원근과 높낮이를 밝힘으로써, 인간이 볼 때 서로 인접한 천

체들이 실은 별자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제각각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도 그림자

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현상이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규칙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천측 에서 제시된

천문측량 문제들은 천지 체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동시에 점성술에서 중

시하는 현상들이 다만 땅에서 보이는 겉보기 천문 현상일 뿐, 지구가 아

133) 毉山問答 , 湛軒書 內集, 卷4, 補遺, 26ㄱ. “惟曆象推步，資於宮度，星之有名，曆
家之權定也。乃若繁衍牽合，參以俗事，轉作術家之欛柄，支離乖妄，極於分野。夫地界

之於太虛，不啻微塵爾。中國之於地界，十數分之一爾。以周地之界，分屬宿度，猶或有

說，以九州之偏，硬配衆界，分合傅會，窺覘灾瑞，妄而又妄，不足道也。

134) 毉山問答 , 湛軒書 內集, 卷4, 補遺, 25ㄴ-26ㄱ. “實翁曰，五星之體，各有其德，
五行之分屬，術家之陋也。且自地界觀之，繁星連絡，如昴宿之叢萃，類居羣聚。其實十

數點之中，高下遠近，不啻千萬其里。”

135) 毉山問答 , 湛軒書 內集, 卷4, 補遺, 27ㄴ. “實翁曰，拘於陰陽，泥於理義，不察天
道，先儒之過也。夫月掩日而日爲之蝕，地掩月而月爲之蝕。經緯同度，三界參直，互掩

爲蝕，其行之常也。且日食於地界而地食於月界，月食於地界而日食於月界，此三界之常

度，不係於地界之治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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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우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 관측과 계산을 통해 천지의 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천문 현상이 땅

세계의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산문답에서 사상적

논의로 제시하고 있는 점성술 비판과 관련 우주론 논의들이 단지 홍대용

의 자유로운 상상 및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름의 관측과 계산을 통

해 근거가 확보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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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그동안 홍대용의 주해수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

개되었다. 주해수용에 담겨 있는 산학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

용이 얼마나 새로운지 살펴보는 연구와 산학 지식 이외의 내용에서 나타

나는 저자의 서양수학 및 천문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그것이

다. 이처럼 분리된 연구 경향은 주해수용에 대해 다소 상반된 평가로

까지 이어졌다. 전자의 연구는 홍대용이 다루는 산학 지식에 그다지 새

로운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했고, 후자는 주해수용을 홍대

용이 서양천문학과 수학의 장점을 인식하고 쓴 책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주해수용에 대한 평가가 나눠지

게 된 한 가지 원인이 해당 텍스트 전체가 종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주해수용의 전체적 구성 및 그 바

탕의 구성 원칙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해수용에서 다루는 산학 지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오늘날의

분석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실제 행위자인 홍대용이 염두에 둔 저술 목

적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평가였다. 홍대용이 어떤 목

적과 기준에 따라, 어떤 산학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보다는 홍대용이 참고하고 있는 수리정온 혹은 전통산학 지식을 비교

준거로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소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해수
용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해수용의 전체 텍스트

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이 책의 저술 목적을 재검토함으로써 그동안 분

석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짐으로써 평가절하 된 내용들에 대한 재평가도

시도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그동안 경시되어 온 주해수용의 서문이 이 책의 전

체적 구성에 대한 홍대용의 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서문에서 산술의 기본요소인 곱셈과 나눗셈, 즉 ‘승제’를 주역의 음양

과 강유에 비유한 구절은 유학자도 산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정당화의

논리 혹은 단순히 곱셈과 나눗셈이 산학에서 기본 연산으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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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홍대용은 주해수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서의 승제에 주목한 것이었다. 곱셈과 나눗셈은 전통산학 지식

에서도 구구와 분수 개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수리정온을 통해 서구수학 지식이 도입 된 이후 서양의 비례인 사율법

이 산학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승제 역시 또 다른 중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사율법을 측량의 핵심으로 보았던 홍대용은 사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수리정온보다도 더욱 그것에 주목하여, 측량문제풀이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구고와 삼각형을 도형(形)이 아닌 선분과

각도와 같이 각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간의 산술적 비례관계인 율

(率)로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라 구고측량과 삼각측량 풀이의 대부분을

사율법의 형식에 맞추어 제시하였던 것이다. 측량의 대상이 지상의 물체

에서 천체로 확장된 뒤에도, 사율법은 천문측량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적

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대용은 단순히 역상고성
이 소개하는 천문학 지식과 천체를 측정하는 이론적 방법만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천체의 실제 거리 및 궤도의 둘레 등 실제 값을 구하는 문제

를 산서의 문답 형식에 맞추어 사율법 풀이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결과 홍대용은 기본 연산에서 시작하여 천문측량까지 이르는 체계적

인 과정이 승제에 기초한 산술 과정에 놓여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즉, 주해수용에서는 승제로 대표되는 산술의 범위가 천문측량까지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홍대용이 주해수용을 이와 같은 체제로 저술하게 된 데에는 “산수

로 근본을 삼고 의기로 참작”한다는 서법의 장점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

탕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산서인 주해수용에서 의기에 관

한 내용을 다루는 농수각의기지 로 그 후반을 장식함으로써 산수와 의

기를 단순한 선후 관계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홍대용은 가장 기본

적인 의기라 할 수 있는 표(表)를 시작으로 원의와 구의를 이용한 측량

문제를 풀이하였고, 책의 말미에는 측관의와 같은 더욱 복잡한 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율법을 통해 이 의기들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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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로 대표되는 산술의 영역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산술과 의기가 각각

‘근본’과 ‘참작’으로서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측량 대상의 범위를 넓

혀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주해수용의 구성은 천문측

량이라는 최종 단계를 향해 계산과 측정의 ‘방법’, ‘범위’, ‘도구’가 작고

기본적인 것에서 점점 크고 복잡한 것으로 함께 맞춰 나아가는 체계였

다.

홍대용이 주해수용을 저술한 최종적 목적은 바로 이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천문측량을 통해 천지의 체상(體狀)을 파악하는 데에 있었

다. 홍대용은 유학자로서 천지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천지

이해의 핵심이 그 물리적 모양을 아는 데 있다고 보고 주해수용의 천

문측량 문제들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천지의 체상을 파악

하는 방법은 의구(意究)와 리색(理索)과 같은 형이상의 방법이 아닌, 홍

대용 자신이 주해수용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과 같이 오직 계산과 측

량의 형이하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 지식을 중심으로 주해수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천지의 체상을 파악한 결과는 의산문답에서 사상적 논의로 제시되

고 있는 점성술 구도의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산수와 의기로 천체

를 측량해보면 땅에서 보이는 하늘의 천문 현상이 지상 세계의 일에 감

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각각의 천체들이 서로 다른 거리

에서 각자의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현상임을 알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천문 현상을 인간 세계의 일들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점성술로 다루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것은 바로 계산과 관측이라는 소도(小道)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대덕(大德)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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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천측(天測) 제6문136)

[문제] 갑을 두 지점은 동일한 子午선에 있고, 갑지의 북극고도는 39도 59분 30

초, 을의 북극고도는 23도 10분이다. 하지 후 8일째 정오에 각각 원의를 설치하

여, 지평을 따라 日心을 측정했다. 갑의 표도(태양고도)는 73도 16분 0초 23미, 을

의 표도(태양고도)는 89도 53분 38초 12미이다. 태양의 지심거리는 얼마인가?

[답] 16644200리弱137)

[풀이] 양극의 고도를 서로 감한 나머지(양극의 차)는 지심각도가 되고, 또 그 절

반은 반극차로 한다. 두 표도에 각각 반극차를 더하고, 또 이것을 합하여 반원에

서 뺀 나머지를 일심각도로 하여, 아는 각도로 하며, 그 정현(사인)을 1율로 한다

(➊). 을의 표도와 반극차를 더하여 반원에서 뺀 나머지는 둔외각도로 하여, 구하

려는 각도로 하며, 그 정현은 2율로 한다(➋). 지구 <16도 49분 30초> (지심각도)

의 통현(通弦)을 아는 선인 3율(➌)로 하고 4율을 추득하면, <16642056리 85> 일

거갑사원(日距甲斜遠)이 된다. 그러므로 (해와 갑지와의) 비탈거리[斜遠]를 대요

(大腰)로 하고, 지반경을 소요(小腰)로 하고, 갑의 표도를 상한에서 뺀 나머지(16

도 43분 59초 37미)를 둔외각도로 함으로써, 협각률로 이것[日距地心遠]을 미루어

얻는다(➍).138)

136) 가와하라 히데키, 앞 책, pp.242-246의 문제풀이를 일부 참고하였다.

137) 가와하라 히데키에 따르면 원문의 “一千六百十四萬四千二百里弱”은 인쇄 오류로 그

에 따라 번역본(1974)에도 16144200리약으로 번역되어 있다. 가와하라 히데키, 같은

책, p.243. 원래는 “一千六百[六]十四萬四千二百里”로 16644200리약이 되어야 맞으며,

본 논문에는 주학실용을 참고하여 탈자[六]를 수정해서 반영하였다.

138) 天測 , 湛軒書 外集, 卷6, 籌解需用外編下, 14ㄱ. “甲乙兩地爲直子午，甲地北極高
三十九度五十九分三十秒，乙地北極高二十三度一十分，夏至後八日午正，各置圜儀，從

地平測日心，甲表七十三度一十六分零二十三微，乙表八十九度五十三分三十八秒一十二

微，問日距地心遠幾何。答曰。一千六百[六]十四萬四千二百里弱。術曰。兩極高相减，

餘<一十六度四十九分三十秒>爲地心角度，又折半爲半極差。兩表度各加半極差，又倂之

[反]减半圜，餘<五十一秒二十五微>爲日心角度，爲對知角度，其正弦<二千四九一九>

爲一率。(➊) 乙表度倂半極差反减半圜，餘<八十一度四十一分三十六秒四十八微>爲鈍

外角度，爲對求角度，其正弦<九百萬八九五〇九四六>爲二率。(➋) 地球<一十六度四十
九分三十秒>通弦，<四千一里九十一里>，爲所知線三率，(➌) 推得四率，<一千六百六
十四萬二千零五十六里八五>，爲日距甲斜遠。乃以斜遠爲大腰，地半徑爲小腰，甲表度

反减象限，餘<一十六度四十三分五十九秒三十七微>爲鈍外角度，以夾角率推之。(➍)”
( [ ]은 주학실용을 참고하여 신조선사본 주해수용의 탈자(六)와 오자(及)를 정정

한 것이다. 해당 오탈자는 홍씨주해수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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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주해수용 천측 제6문 (전체)

풀이의 ➊은 갑(甲, A)과 을(乙, B) 지역의 위도와 태양고도를 측정하

여 두 지역의 지심각도와 일심각도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갑

과 을은 같은 경도 상에 있으며, 각각의 북극고도(즉, 위도)는 a1과 a2이

다. 이 양극의 고도를 서로 뺀 결과는 ‘지심각도(a1-a2)’가 되며, 지심각

도의 절반은 ‘반극차’로 부른다. 그림에 따르면 반극차는 ‘(a1-a2)/2’로 나

타낼 수 있다. 갑과 을에서 지평을 따라 측정한 태양의 고도(표도)는 [그

림5]에서 h1과 h2에 해당한다.

[그림6] 주해수용 천측 제6문 甲乙(AB)

[그림6]에서 지심(O)과 갑(A)·을(B) 두 지점, 그리고 두 지점의 지평

선의 교점이 만나는 C는 합동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진

OACB를 이룬다. 따라서 AB는 △OAC와 △OBC 각각의 꼭지점 A와 B

로부터 빗변 OC에 내린 수선의 합이 된다. 삼각형의 닮음비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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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CAD=∠BOC=∠CBD로 네 각이 모두 같게 되며, 네 개의 각은

모두 반극차 ‘(a1-a2)/2’이다.

[그림7] 주해수용 천측 제6문 日距甲斜遠(AS)

AB는 [그림7]에서 태양(S)과 △ABS를 이루므로 일심각도인 ∠S를

구하려면, 두 표도인 h1과 h2 각각에 반극차인 ∠CAD와 ∠CBD를 더하

고, 그 값을 서로 합하여 180도에서 뺀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한 일심각도의 정현을 1율로 삼는다. 일심각도(S)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다음으로 2율을 구하는 과정인 ➋번 풀이는 [그림7]에서 ∠B의 정현

을 구하는 과정이다. 풀이에서는 반원에서 을의 표도와 반극차를 더한

값을 반원에서 뺀 값에 대한 정현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값은 결

국 ∠B의 정현 값을 의미한다.

sin˚ 
 

 sin
 



풀이 ➌은 갑과 을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선분인 AB(通弦)의 길이

를 구하는 과정이다. 천측 제6문에서는 지구의 반경이 이미 주어져 있

기 때문에 [그림6]의 직각삼각형AOD에 대해 세 각을 모두 알고 AO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정현법칙을 통해 AD의 길이를 구한

뒤, 두 배를 해주면 AB의 길이가 된다.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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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풀이➊~➌의 과정을 통해 [그림7] △ABS의 세 각도와 하나의 선분인

AB를 구하였으므로 정현법칙을 통해 나머지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

다. 즉, ∠S의 정현과 AB의 비는 ∠B의 정현과 AS의 비와 같으므로 이

를 정현법칙으로 나타내면,

가, 되므로 홍대용은 sin∠S를 1율, sin∠B를 2율, AB를 3율로 하고,

갑(A)에서 측정한 태양의 거리인 일거갑사원(日距甲斜遠) 즉 AS의 길이

를 4율로 함으로써, 갑 지역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

이다.

홍대용이 앞서 지반경차 에서 지적하였듯이, AS는 지면으로부터 태

양까지의 거리이지, 지심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심

(O)-지면(A)-태양(S) 세 지점이 이루는 △OAS에 대해, 위 풀이과정을

통해 얻은 한 변인 AS를 이용하여 OS를 계산해야 구하고자 하는 답인

지심과 태양 사이의 거리, 즉 일거지심원(日距地心遠)을 얻을 수 있다.

[그림8] 주해수용 천측 제6문 日距地心遠(OS)

마지막 풀이인 ➍는 바로 [그림8] △OAS에서의 빗변 OS를 구하는

과정이며, 앞선 과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지반경

(AO) 및 일거갑사원(AS)과 그 사이에 끼인 각(∠OAS)을 이용하는 ‘협

각률(夾角率)’로써 OS를 구한다. 협각률 문제풀이는 앞선 삼각총률 제

12문에서 협각 이외의 두 각을 구하는 방법 총 3가지를 소개하는 형태로

나온다. 홍대용은 이 3가지 방법 중 2번째 방법에서 둔각삼각형의 형외

수선(形外垂線)을 구하는 사율법을 이용하여 지심과 태양사이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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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139)

[그림9] 주해수용 천측 제6문 日距地心遠(OS)[협각률]

[그림9]와 같이, 두 변 중 짧은 변인 지반경 AO는 소요(小腰)로, 긴

변인 AS를 대요(大腰)로 하고, 갑의 표도(h1)를 상한(90도)에서 뺀 나머

지는 ∠A(=90도+h1)의 둔외각도(鈍外角度)인 ∠OAH가 된다. 둔외각도

와 마주하는 변은 둔각삼각형OAS의 바깥에 내린 형외수선인 OH가 된

다.

마지막으로 △OAH에서 두 개의 각과 하나의 변, 즉 둔외각인 ∠

OAH와 직각인 ∠OHA, 빗변 OA를 알고 있으므로, 정현법칙을 이용하

여 형외수선인 OH를 구할 수 있다. △OAH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

라스 정리 혹은 정현법칙을 이용하여 나머지 변인 AH를 구할 수 있으

며,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직각삼각형인 △OSH의 빗변이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인 OS, 즉 지심과 태양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

다.140)

139) 三角總率 , 湛軒書 外集, 卷5, 籌解需用內編下, 16ㄴ-17ㄱ. “兩腰夾角求餘角。(...)

又直角爲對知角，鈍外角爲對求角，小腰爲小知線，推得小腰形外垂線，仍以直角爲對知

角，鈍外角反减象限餘爲對求角，小腰爲小知線，推得垂線之距鈍角形外虛線 (...)”

140) 가와하라 히데키는 마지막 과정을 제2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풀이하고 있으며, 해

당 법칙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지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cos∠

하지만, 홍대용이 이 문제를 夾角率로 풀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제2코사인 법칙이 아닌 삼각총률 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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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ganization of Chuhae

suyong 籌解需用 and the Reason

Why Hong Taeyong 洪大容

Wrote It.

Hong, Yuji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Taeyong’s (洪大容, 1731-1783) Manual of Calculations for

Practical Uses (Chuhae suyong 籌解需用) is a unique mathematical

text that contains astronomical measurement problems that are rarely

found in other books. He is famous for his cosmological ideas in his

work, titled the Dialogues on Mt. Yi (Ǔisan mundap 毉山問答), but

his only book about mathematics, the Manual of Calculations for

Practical Uses, has not been studied enough. Rather, the level of

mathematics in this book was evaluated lower than other books, and

this book was also considered to have failed in introducing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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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As a resul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Hong’s purpose of writing, as well as how the knowledge of

astronomy and mathematics meet in this book. By examining Hong’s

book, this paper seeks to reveal the structure of his book and his

purpose of writing this book. In the preface of this book, Hong

emphasized multiplication and division (乘除) as the key of his book.

Multiplication and division were important for him because the two

constituted the rule of three (四率法). He divided the measurement

problems into Kugo 句股 and trigonometry measurement, and uses

the rule of three to solve both of them. Furthermore, he was able to

incorporate astronomical measurements into the field of mathematics,

by actively applying the rule of three to those problems.

Based on this id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ucture of Hong’s

mathematical texts, from basic operations such as multiplication and

division to more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s such as astronomical

measurement, reflects his perception of the merits of the Western

learning, about which Hong summarized as following: “taking

arithmetic as its foundation while complementing it with

instrumentation.” He showed the organized structure of his book

based on this perception. Through this structure, this paper also

argues that with this book Hong finally aimed at understanding the

physical structure (體狀) of heaven and earth by measuring the

celestial bodies, and that his book mainly consisted of the

mathematical knowledge that were to serve this purpose. Last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sights that Hong acquired from solving the

astronomical measurement problems gave a solid foundation to Hongs’

critique of astrology expounded in his other book, Dialogues on Mt.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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