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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산학算學의 특징으로 꼽히는 천원술天元術 및 천원술을 
둘러싼 산목算木 계산법의 변화를 연구했다. 그러나 천원술을 현대 수학의 용어
로 설명하며 그것이 처음 발명된 후 계속 이어지는 형식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
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나 신분 계층,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천원술’이란 산술을 서로 다르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이 논문에서는 18세기에 주로 활동한 산원 홍정하洪正夏(1684-?), 17세기 후
반에서 18세기 중반의 유학자 박율朴繘(1621-?), 황윤석黃胤錫(1729-1791), 
19세기의 유학자 남병길南秉吉(1820-1869), 19세기의 산원이자 관상감원 이
상혁李尙爀(1810-?)이란 다섯 학자들이 저술한 산서를 분석하되 특히 이들이  
산목이란 계산 도구를 사용하는 태도와 천원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관련지어 설
명하고자 했다. 
          1부의 1장, 2장에서는 산목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 독자들을 위
해 간단히 산목 계산법의 알고리즘 및 그 특징을 설명했으며, 실제 물리적 산목
을 들고 계산할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한 
흐름은,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산목을 움직이는 공간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의 가결을 외워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 다른 흐름은, 단순나눗셈 중 상제라는 한 나눗셈에서 개방법으로, 
그리고 증승개방법과 천원술이 발전하는 흐름으로 명확한 선후 관계를 특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비슷한 명칭과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흐름에 있다고 판단했다. 
          3장에서 다루는 산원 홍정하는 실제 산목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천원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그의 천원술에는 물리적 산목으로 직접 계
산을 실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원술은 
개방법의 하위 산술로 여겨졌을 뿐이었다. 반면 4장에 등장하는 유학자 박율과 
황윤석은 천원술을 최분이라는 다른 셈법에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천원을, 
오늘날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의 미지수로 취급하면서 계산의 시간적, 공간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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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천원술을 수행하면서 등장하는 각종 계수
들의 관계를 시각적 명징성을 지니도록 표현하는 데에 주력했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점점 천문역법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필산이 
중요한 계산 도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9세기의 유학자 남병길과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이었던 이상혁은 모두 산목뿐만 아니라 필산에도 정통한 
학자들로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산목 계산이 필산으로 대체되는 이 시
기에 앞선 산목 계산의 두 발전 흐름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
선 첫 번째 흐름과 관련하여, 산목 계산에서 보였던 단순곱셈, 단순나눗셈의 다
양성은 상실되고 필산에서는 다만 하나의 방법씩으로 고착화되었다. 두 번째 흐
름과 관련하여, 나눗셈과 개방은 필산에서의 나눗셈과 개방으로 비교적 쉽게 대
체되었으며, 더 이상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천원술은 
필산의 셈법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았는데, 필산에 있는 ‘차근방법’이란 셈법과 
같다거나 다르다는 것을 학자들 간에 길게 논의를 벌여야 할 정도였다.
          이런 배경에서 남병길은 우선 천원술과 차근방법이 같다는 주장을 
하는 산서를 출간했다. 그리고 다른 산서에서 천원술을 설명하면서, 차근방법에
서의 예를 충실하게 주석으로 덧붙이면서 차근방법을 이용하여 천원술을 이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혁 역시 차근방법에 능숙했지만, 천원술에서 찾을 수 
있는 정부 개념을 중심으로 산서를 저술하면서, 천원술이 차근방법보다 우수하
며, 천원술에서 착안한 정부 개념을 다른 셈법에까지 확장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도 했다. 남병길과 이상혁의 이런 모습은 계산 도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필
산이 지배적인 시대에 다시 천원술을 부각시키려 공통적으로 노력했으며, 그러
나 방법에서 미묘한 다른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홍정하, 박율과 황윤석, 남병길, 이상혁의 천원술은 현대 
수학 용어로만 풀이한다면 모두 동일한 셈법처럼 보이지만 기실 각자 나름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셈법이었던 것이다.   

주요어 : 천원술, 산목 계산, 필산, 유학자, 산원, 조선 후기
학  번 : 2004-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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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누구라도 이 [사원술四元術의 수학적] 표기법[notation]의 아름다운 대칭성
과 극도의 제한성에 감동받을 것이다.1) -카조리(Florian Cajori), 1928.

[말로 표현된 문제를 적절히 해석하여 산목(算木, counting-rods), 즉 산술
算術에 사용되는 막대기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일렬로 늘어놓는 준비 
과정이 끝난 후] 이제 서로 조잘대는 이 막대기 인형들은 스스로 온전한 
자격으로 살아 있다. 그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
아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고차방정식의 덧셈, 뺄셈, 곱
셈, 나눗셈과 같은 [셈법들을] 번역한다. 붉은 진영의 (양을 의미하는) 막
대기가 검은 진영의 (음을 의미하는) 막대기를 만나면 서로를 죽이면서 부
호 법칙(sign rules)에 존중[을 표]한다. 한 순간도 수학[과 관련된] 에티
켓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작은 드라마가 끝나면 문제에서 [가장] 중요
한 인물이 드러나니, 즉 마지막 단계의 결정적 등식이다.2) -마츠로프
(Jean-Claude Marzloff), 1987.
       

          지금은 없어진 계산 도구의 사용법과 계산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카조리(Florian 
Cajori)가 했듯이 텍스트에 적힌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현대 수학의 관
점에서 과거 수학 지식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츠로프
1) “One is impressed both by the beautiful symmetry and by the extreme limitations 

of this notation.” Florian Cajori, A History of Mathematical Notations, Vol.1 (La 
Salle, Illinois: The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28), 86-88.

2) “These rod puppets which now chatter together are alive in their own right. They 
rise, fall, and turn to the left or the right, translating series of polynomial 
additions, subtractions, multiplications or divisions. When the red camp (positive) 
meet the black camp (negative) they kill one another, while respecting the sign 
rules. At the end of this small drama which does not depart from the laws of 
mathematical etiquette for a moment, the key character in the problem appears: 
the final resolutory equation.” Jean-Claude Matlzoff, translated by Stephen S. 
Wilson, A History of Chinese Mathematics (Berlin: Springer, 1997) [original 
edition, Histoire des mathématiques chinoises (Paris: Masson, 198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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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Claude Marzloff)가 했듯이 물리적 수학 도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상상하
고 도구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알고리즘을 추측하면서 그 수학 법칙들을 역
으로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 두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현대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거나 혹은 지나치게 추측과 상상으로만 구성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 현대인으로
서는 좀처럼 이 두 방법을 벗어날 수 없다. 첫 번째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유는 계산 도구의 ‘실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흔적의 파편들만을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며, 두 번째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실
행을 최대한 그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
하면 남아있는 몇 가지 유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 니덤(Joseph Needham)에 의해서 중국 수학사가 진지
하게 서술되기 시작한 이래 이 두 가지 방식은 항상 혼재했다.3) 역사학자마다 
어떤 방법에 더 기울어지는가의 정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과거의 수학 문제들과 
알고리즘을 현대적 수학 용어와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해석함과 동시에 그 당시
에만 특유하게 발견될 수 있는 역사적 특징들을 지적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천원술天元術’이란 산술 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학자들
은 천원술이, 다소 부정확함을 감안하고 간단하게 현대적인 수학 용어로 표현한
다면, 일원고차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임에 동의했다. 그들은 ‘천원’을 미지수未知
數로 생각한다면, 천원술이 이미 문제에 주어진 기지수旣知數들과의 적절한 관계
를 통해 고차방정식을 세우는 현대 대수(algebra)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국식 
대수학”(Chinese algebra)이라 불렀다.4) 그들은 동시에 산목算木(계산에 사용하

3) 이 글에서 다루는 니덤 이하의 중국 수학사 통사의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Ⅲ. Mathematics and the Science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Li 
Yan and Du Shiran, translated by John N. Crossley and Anthony W. C. Lun, 
Chinese Mathematics: A Concise History (Oxford: Claredon Press, 1987) [中國古
代數學簡史 (香港: 商務印書館, 1976), 국어번역본: 이엄, 두석연, 안대옥 옮김, 중국
수학사 (예문서원, 2019)]; Ho Peng Yoke, Li, Qi and Shu: An Introduction to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198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Jean-Claude Matlzoff, 앞의 책. 

4) 천원술에 대한 설명에서 니덤은 천원술을 “Algebra” 중 하나로 소개했고, 하병욱(Ho 
Peng Yoke)은 “an algebraic process”로, 마츠로프는 “Chinese Algebra” 중 주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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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막대기)을 조작하여 천원술을 실행했을 때의 상황을 적절하게 재구성하면서, 
천원술의 산목 조작의 순서나 시각적 배치가 나눗셈이나 ‘개방법開方法’, ‘사원술
四元術’ 등으로 불리는 다른 기법의 알고리즘과 흡사함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런 흡사함으로 인해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서로의 발전 과
정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다고 추측하곤 했다.5) 계산법들이 기록된 역사적 선
후 관계는 그들의 계통系統 관계로, 원형元型과 그로부터 파생된 계산법들의 계
보로 정리되곤 했다. 그들에 의하면 기원전에 이미 나눗셈에서 발전된 개방법이 
기록되었으며, 13세기에는 개방법에서 천원술이, 천원술에서 사원술이 발전하였
고, 또 개방법에서 하나의 특수한 방법인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이 진화했다. 특
히 역사학자들은 이런 발전 궤적의 마지막 산물인 천원술과 사원술, 그리고 증승
개방법이 가장 세련된 형태로 텍스트에 기록되었던 13세기 후반을 중국 수학사
의 절정으로 평가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니덤은 ‘증승개방법’을 “중국 수학
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기여(the most characteristic Chinese mathematical 
contribution)”라고 했으며, 이엄李儼(Li Yan)과 두석연杜石然(Du Shiran)은 이 
시기를 중국 수학의 “절정(zenith)”이라 표현했다.6) 하병욱何丙郁(Ho Peng 
Yoke) 역시 송원시대를 중국 수학의 “황금기”(the Golden Age)로 소개하면서 
증승개방법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던 진구소秦九韶를 “중국 민족에서 당대, 아
니 온 세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이라고 평했던 사턴(George 
Sarton)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증승개방법에 대한 칭찬을 간접적으로 드
러냈다.7) 

소로 표현했다. 이엄(Li Yan)과 두석연(Du Shiran)은 대수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
았지만 대수학의 주요 요소인 “a polynomial or polynomial equation”이란 표현을 사용
했다. Needham, 앞의 책, 112; Li and Du, 앞의 책, 135; Ho Peng Yoke, 앞의 책, 
92;  Martzloff, 앞의 책, 258.

5) 예를 들어 이엄, 두석연은 “일반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방법이 개방에서 ‘진화
(evolved)’되었다”고 하거나 “천원술이 ‘일반화(generalized)’되어 사원술”이 나왔다고 
하였다. 마츠로프는 나눗셈과 개방, 천원술에서 각 가로행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동일함
을 근거로 나눗셈과 개방, 천원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했고, 두 개의 세로열의 
관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천원술이 ‘방정方程’에서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
다. 한편 안대옥은 이엄과 두석연의 책을 번역하면서 위의 용어를 각각 ‘추론’, ‘확장’
으로 번역했다. Li and Du, 앞의 책, 117, 135; Marzloff, 앞의 책, 221-222, 
262-263; 이엄, 두석연, 안대옥 옮김, 앞의 책, 170, 191.

6) Needham, 앞의 책, 126; Li and Du, 앞의 책, 1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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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3세기 후반이 중국 수학의 절정이라는 생각은 사실 바로 
다음 세기 즈음부터 산목을 더 이상 주된 계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주판
珠板(abacus)을 점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과도 연관될 것이다. 중국에서 
천원술이나 사원술, 증승개방법과 같은 계산법이 기록되어 있는 저술들도 모두 
소실되어 최소한 16세기에는 주판으로 완전히 변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산목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상실을 수학 지식의 쇠퇴로 
묘사하곤 했다.8) 
             중국 수학사 연구자들이 천원술에 부여한 중요성은 그들이 한국 
수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중국 수학사가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부여한 의미는, 천원술의 옛 알고리즘을 그대로 담고 있는 중국 수학서들
을 무사히 보유하고 있다가 18세기 청淸의 고증학자考證學者들이 천원술을 비롯
한 사원술, 증승개방법 등을 복원하려 했을 때 도움을 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했
다.9) 이런 시각은 마치 아랍 과학을 그리스, 로마 과학을 저장했던 ‘저장고’로 
생각하고, 그 저장고의 과학 지식을 전달받은 유럽에서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다
시 과학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관점과 비슷하다.10) 
           이런 관점은 초기의 한국 수학사 연구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김용운, 김용국은 1977년 출간된 한국수학사에서 “한국 근세近世 수학사”의 중
요한 일면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이미 끊긴 천원술의 전통과 포산법布算法(산목
을 놓는 법)이 계속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 즉 새로운 외래의 수학은 접하지 못
하고 있었으나 산목을 이용한 천원술은 그들(조선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훌
륭하게 계승”되어 왔음을 꼽고 있다.11) 그들은 “전통 수학에 있어서는 본 고장인 
중국을 앞지르고 한국이 그 정통성을 이어 받고 있었다”면서 이 역사에 대한 자
부심을 표명했다. 김용운, 김용국은 30년 뒤인 2008년 나온 개정본에서도 역시 
7) Ho Peng Yoke, 앞의 책, 86-96.
8) Li and Du, 앞의 책, 175-176; Ho Peng Yoke, 앞의 책, 105-109.
9) Li and Du, 앞의 책, 232; Marzloff, 앞의 책, 105-109. 
10) 이 관점을 피력한 고전적인 논문으로는 A. I. Sabra, "Situating Arabic Science: 

Locality versus Essence", in Shank, Michael H., The Scientific Enterprise in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215
–231.

11)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과학과인간사, 197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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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천원술의 저장고로서의 조선 수학의 역할을 계
속 중요하게 취급했다.12) 
           2000년대 출간된 한국 수학사에 대한 두 편의 통사에는 천원술의 발
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지분이 조금 더 크게 그려졌다. 장혜원은 2006년에 발
간한 산학서로 보는 조선 수학에서 “천원술은 한국 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
역”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의 전통 수학이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
이지만, 중국의 산학서算學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보존하는 피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수정하고 해석하여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달시킨 자주적 수용
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13) 가와하라 히데키(川原秀城)는 2010년에 
출간된 조선수학사: 주자학적 전개와 그 종언에서 조선의 산학자들이 “중국에
서 천원술이 망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천원술의 전승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
아 천원술을 다용多用하는” 산서算書를 의도적으로 편찬했다고 주장했다.14)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조선이 천원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는 했
지만, 현대 용어로 해석하는 것 이외의 방법론적 모색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구
체적인 발전 양상을 묘사하는 데까지 나가진 못 했다. 연구자들은 주로 텍스트에 
천착하여 천원술을 현대 수학의 기호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가와
하라는 조선 학자들이 “천원술을 배우고 선진적인 기호법을 계승, 발전시켰다”라
고 평가했다.15) 장혜원은 조선의 한 필사본에서 천원술의 결과로 나오는 “개방
식”의 포산 모습에서 “천원술이 수학책의 한 면을 장식할 때 보여 주는 질서정연
함은 수학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등의 표현을 써서 현대 독자 역시 
이런 아름다움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대를 하나씩 놓으면서 식
을 표현하다 보면, 오늘날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간결함과 규칙성, 그리고 아름다
움에 눈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아름다움’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여주

12)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수학의 창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 (살림, 
2008), 401-402.

13) 장혜원, 산학서로 보는 조선 수학 (2006, 경문사), 100. 
14) 가와하라 히데키, 안대옥 번역, 조선수학사: 주자학적 전개와 그 종언 (예문서원, 

2017) [원본 川原秀城, 『朝鮮數學史: 朱子學的な展開とその終焉』 (東京大學出版社, 
2010)], 173.  

15) 가와하라, 위의 책,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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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했다.16)

            이 논문은 바로 천원술에 대한 현대 수학적 해석이 남겨 놓은 공백
을 메꾸려는 시도이다. 조선 후기 천원술 및 그것을 에워싼 여러 계산 알고리즘
을 연구하되, 실제 산목이란 도구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시간에 따른 알고리즘
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기존의 한국 수학사 학자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계산이란 행위의 수행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 한다. 기존의 한국 수학사 서술은 대부분 중국 문화를 배경으로 그 영향을 인
정하면서도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예외 없이 산학을 수행하는 이들이 산원 
집단과 유학자들로 대별되는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산원 집단은 역관譯官, 의원醫員, 관상감원觀象監員 등과 함께 흔히 
‘기술직 중인中人’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들의 산서算書는 한국수학사를 연구하는 
초기 연구자에서부터 유학자들의 산서와 대비되는 군으로 분류되어 왔다.17) 김
용운, 김용국은 이미 1977년부터 “한국 수학은 크게 나누어 사대부의 교양 수학
과 관료 조직(즉, 산원들)에서 요구된 실용 수학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
음”을 주장했으며, 가와하라 역시 조선 수학자를 사대부 집단과 산원 집단으로 
나눈 후, “양자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양반은 산학의 사상적인 정비에 우선적 의의를 두었고, 중인은 산학 
내용의 충실화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았다”면서 두 집단의 대략적인 차이를 인지
하고 있었다.18) 
          그러나 상술한 저자들은 천원술, 즉 한국 수학의 주된 성취 중 하나로 
거론되는 천원술에 있어서는 양반과 중인 산원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지적하
지 못했다. 김용운, 김용국은 유학자들의 산서 중 “중인 수학과는 다른, 조선 사

16) 장혜원, 조선 최고의 수학자들이 빚어낸 수의 세계: 수학 박물관 (성안당, 2010), 
26-31. 

17) 조선 후기 기술직 중인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정옥자, “조선후기의 기술직중인”, 
진단학보 61 (1987), 45-63; 한영우, “조선시대 중인의 신분계급적 성격”, 한국문
화 9, (1988) 179-209 등이 있다. 

18)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1977), 17; 가와하라, 앞의 책,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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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층의 수학 사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구수략九數略을 거론하면서 사대부의 수학이 ‘역학易學’이라
는 다른 차원의 학문과 교접하는 지점을 설명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석정이 천원
술을 저술하지 않은 관계로 천원술에 대한 흥미로운 논점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
다.19) 가와하라는 “동산東算”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17세기 후반 이후의 조선 수
학에서 “산목 계산”과 “천원술”이란 특징을 추출해 냈지만, 이를 두 집단의 차이
와 연결하지는 않았다.20) 또 장혜원의 경우 “산학 활동의 주체”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지만 산원과 유학자들 사이에 수학 기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
으로 다루지 않았고, 대만의 홍만생洪萬生과 그의 제자로 이루어진 한국 수학사 
연구 집단 역시 모두 산학 행위의 주체로 양반과 중인 집단의 존재를 계속 언급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천원술을 중심으로 하는 계산 방법에서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21) 
          그러므로 지금껏 한국 수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천원술을 기
본으로 그와 관련된 산법들에서 유학자들과 산원들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꾸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행위자라는 요인을 고려함으
로써 더 역동적인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은 유학자 집단과 산
원 집단이 ‘천원술’을 학습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유학자들은 텍스트를 이용하
여 스스로 산술算術을 습득한 반면, 산원 집단은 교수敎授나 훈도訓導처럼 같은 
직업군의 스승에게서 직접 산술을 전수받았다. 그러므로 이 두 집단의 학습 방식 
및 실행의 차이는 천원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에도 뚜렷한 차이를 가져
오게 되었다.  

19)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2008), 376.
20) 가와하라, 앞의 책, 147-193, 484-488. 가와하라는 ‘東算’이란 용어를 조선 후기 수

입되는 서양 수학인 ‘西算’ 및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었던 ‘中算’에 대응하는 용어
로 규정했으며, 그 특징으로 산목 계산과 천원술을 꼽았다. 그러나 그는 동산 “탄생”의 
초기 시기 인물로 유학자인 趙泰耈와 산원인 慶善徵, 동산 “확립”에 기여한 인물로 유
학자인 朴繘과 산원인 洪正夏를 한꺼번에 지목함으로써 유학자와 산원 사이의 차이는 
드러내지 못했다. 

21) 장혜원, 앞의 책, 25; Horng Wann-Sheng, “Sino-Korean transmission of 
Mathematical Texts in the 19th century: A Case Study of Nam Pyong-gil’s Kugo 
Sulyo Tohae,” Historia Scientiarum 12 (2002), 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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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 논문은 계산 도구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껏 한국 수학
사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수학서를 현대적인 수학 용어로 잘 번역해 왔다. 이런 
번역은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중요
한 작업이다. 그러나 현대 수학적 해석에 치우친 역사는 ‘수학 지식’이 변하지 않
을 것이라는 일종의 ‘플라톤주의(Plantonism)’적 믿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다.22) 이런 생각은 수학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수학사학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1962년 쿤(Thomas Kuhn)이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를 발표하자마자 과학사학자들,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이
라고 불릴만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혁명이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쟁을 벌였으나, 수학에 혁명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거
의 1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크로위(Michael Crowe)가 한 장짜리의 짧은 논문
에서 ‘수학에는 혁명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였다.23) 더욱이 
1970년대에 웅구루(Unguru)나 블루어(David Bloor), 1980년대 레츠티보(Sal 
Restivo) 등의 일련의 학자들이 수학 지식 역시 결코 몰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공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편의 학자들은 끊임없이 다만 “그렇다면 ‘7+5=12’라는 수학 지식이 사회마다 다
른가?”라는 간단한 반문만으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끝냈다는 듯 행동하고는 했
다.24)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공적인 논박이었는가? 

22) 이런 경향은 플라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플라톤주의’라 명명한다. Brain Rotman, 
“Thinking Dia-Grams: Mathematics, Writing, and Virtual Reality,” in Smith and 
Plotnitsky (eds.), Mathematics, Science, and Postclassical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1997), 17-39.  

23) 게다가 이 논문은 즉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1년이 지나서야 ‘수학 혁명’에 대한 논
쟁이 점화되었다. 메르텐스(Herbert Mehrtens)와 다우벤(Joseph Dauben) 등이 논쟁
에 참여했으며 1992년이 되어서야 『수학 혁명(Revolutions in Mathematics)이라는 
이름의 논문집이 등장했다. Donald Gillies (ed.), Revolutions in Mathematics 
(Oxford: Claredon Press, 1992).

24) S. Unguru, “On the Need to Rewrite the History of Greek Mathematics,” Archive 
for History of Exact Sciences 15 (1975), 67-114; David Bloor,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Sal Restivo, The 
Social Relations of Physics, Mysticism, and Mathematics (Dordrecht: D. Reidel, 
1983). 반대편의 의견에 대해서는, Christian Greiffenhagen and Wes Sharrock, 
“Mathematical Relativism: Logic, Grammar, and Arithmatic in 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6:2 (2006), 97-117; G. Freud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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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학 지식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은 동아시아 수학사를 
다루는 역사학자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빈약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한 제약 
요인이었다. 역사학자라면 당연히 수학 지식의 역사성을 밝혀야 하겠지만, 그것
이 이상화된 세계에 존재하는 수학 지식을 시간에 따라 ‘발견’하는 식의 서사로 
귀결됨에 따라 수학사학자는 현대 수학 지식과 비슷한 것들만 과거 지식의 편린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25) 가장 흔하지만 강력한 예로, ‘0’이라는 기
호의 현대적 적용 사례를 그대로 과거 동아시아 수학에 있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초보적 실수를 들 수 있을 것이다.26) 지금 이런 주장은 명백한 실수로 보일만큼 
수학사학계가 발전했지만, 좀더 미묘한 사례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고대 수학에
서 ‘정부正負’라는 것을 현대의 ‘양수’나 ‘음수’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예에서 드
러나 듯 여전히 과거의 수학을 현대 수학을 통해 해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  
          수학사학계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성은 수학 지식 역시 시간이 지
나도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과학 지식처럼 사회적 구성물임
을 인식하고 그 지식이 구성될 때의 사회적, 문화적 지형을 고찰함으로써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식론적 지형(epistemic configuration)’과 같은 
용어로 지식이 형성될 때의 지형을 정의하고 기술적(technological) 도구의 쓰임
새를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27) 특히 기술적 도구로는 미분, 
적분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 도표(diagram)뿐만 아니라 칠판과 분필 같은 
물리적 도구까지 적극적으로 분석되고 있다.28) 즉 이런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

“How Strong is Dr. Bloor's “Strong Programm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10:1 (1979), 67-83; Timm Triplett, “Relativism and the 
Sociology of Mathematics: Remarks on Bloor, Flew and Frege,” Inquirty 29:1 
(1986), 439-450 등을 참조하라.

25) Moritz Epple, “Between Timelessness and Historiality: On the Dynamics of the 
Epistemic Objects of Mathematics,” Isis 102:3 (2011), 481-493 중 481-483.

26) 0이란 기호가 수학, 나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Brian Rotman, Signifying 
Nothing: The Semiotics of Zer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을 참
조하라.

27) Epple, 위의 논문.
28) 구체적인 개별 도구를 분석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은 참조할 수 있다. 

Christian Greiffenhagen, “The materiality of mathematics: presenting mathematics 
at the blackboard,”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5:3 (2014), 5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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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학 지식이 구성되었으므로 마치 용어나 개념의 친연성 때문에 계속 연결
되어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수학 지식이라도 각 시대마다 다른 인식론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학 지식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조선 시기 천원술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천원술’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불
리는 계산법도 당대 사회문화적 지형에 따라 사뭇 다른 수학 지식으로 받아들여
졌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산목이란 도구를 이용한 계산이 주류를 이루는 조선 
후기 중인 산원의 사회와 종이와 붓이란 도구를 사용한 계산이 더 중요하게 여
겨지는 양반 수학자들의 사회는 천원술을 하나의 수학 지식으로 해석하고 변화
시키는 양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천원술’이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발전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적 출신을 
달리하는 저자들이 천원술을 해석하는 관점를 살펴봄으로써 각각 천원술을 둘러
싼 수학 지식의 지형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권의 산서를 뽑아 모두 시
기와 사회적 출신을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우선 17세기 후반부터 18

세기의 산서에서는 (1) 산원 홍정하洪正夏(1684-?)가 지은 구일집九一集과 
(2) 유학자 박율朴繘(1621-?)의 산학원본算學原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산학본원算學本源을 선택했다. 19세기의 산서에서는 (3) 유
학자 남병길南秉吉(1820-1869)이 서술한 무이해無異解(1855)와 산학정의算
學正義(1867) 그리고 (4)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이기도 했던 이상혁李尙爀
(1810-?)의 익산翼算(1868)을 꼽았다. 
          산서들에 담긴 천원술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산목 계산에 익숙해져야 
하므로 논문의 제1부에서는 동아시아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산목
이란 계산 도구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산서는 조선 
후기 산원들이 교과서로 주로 이용했던 세 권의 송원명宋元明 대의 산서算書로, 

Matthew L. Jones, “Calculating Devices and Computers,” A Companion to the 
History of Science, edited by Bernard Lightman (Hoboken; John Wiley and Sons, 
2016), 472-487; Charlotte Bigg, “Diagrams,” A Companion to the History of 
Science, edited by Bernard Lightman (Hoboken; John Wiley and Sons, 2016), 
55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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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산법揚輝算法(1274), 산학계몽算學啓蒙(1299), 상명산법詳明算法
(1373)이다. 이들 산서의 분석을 통해 약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천원술과 연관
된, 산목 계산의 기본적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두 개의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을 다루는 
부분에서의 발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단순나눗셈과 연관되어 발전한 것으로 여
겨지는 각종 개방법開方法 및 천원술을 다루는 부분에서의 발전이다. 이 두 발전
에서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실제 물리적 산목이 조작되는 공간과 손의 움직임
을 최소화하는 방향이거나, 문제의 풀이과정 중 복잡하게 사칙연산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반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부에서 살펴보는 알고리즘은 하나의 세로열
에서 산목을 조작하는 과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영부족盈不足이나 방
정方程과 같은 두 개의 열을 이용하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이것은 2부에서 필요
할 때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논문의 제2부에서는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조선에서 천원술이 
어떻게 실행되고 기록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천원술이 시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주장보다는 각 산서의 저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접근할 수 있거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도구를 
기본으로 각각 다르게 천원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려 했던 모습을 강조할 것이
다. 
          2부의 첫 장인 3장은 18세기 초반 산원 홍정하가 저술한 구일집 중 
천원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집중하여 살펴본다. 산원들은 실제 산목을 조작하
면서 천원술을 접했으므로 그 알고리즘을 발전시킬 때에도 산목이 움직이는 공
간과 손의 움직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런 발전
된 형태를 산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실천적인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산원들의 천원술은 그들이 사용했던 교과서인 산학계몽

에 실린 그대로, 항상 개방법과 연관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4장에서 다룰 박율과 황윤석은 각각 산학원본과 산학본원이
란 산서에서 천원술을 서술했는데, 산원들과는 달리 개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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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까지 천원술을 확장시키려 시도했다. 이는 두 유학자가 산원처럼 계산을 업
業으로 삼고 문제의 답을 내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최분이란 분야에도 천
원술을 확장시켜 보고, 추상적인 형태로 공통점들을 찾아보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적극적으로 행했으므로 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황윤석의 활동 시기에는 
중국에서부터 다른 계산 도구들이 많이 유입되었으므로 이런 환경에 노출된 유
학자들은 천원술을 산원들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4장의 마지막 5

절에서는 각종 산서 속에 담긴 다양한 계산 도구를 간단히 다루면서 당시에 어
떤 종류의 계산 도구들이 유입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 다룰 유학자 남병길이 활동했던 19세기 중엽은 이미 여러 계
산 도구 중 종이와 붓을 이용한 필산筆算이 중요해진 때였다. 남병길은 필산을 
주된 계산 방법으로 삼고 그 기반 위에서 천원술을 해석하려고 했으므로 천원술
을 실천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3장과 4장에서 다룬 18세기의 산원, 유학자들과는 
달랐다. 특히 그는 새롭게 유입된, 필산의 ‘차근방법借根方法’이라는 셈법을 중요
하게 다루면서 그것과 천원술의 동이同異와 우열을 비교하는 동시대 중국 학계
의 논쟁을 조선 사회에 소개했다. 남병길의 이런 소개가 담긴 무이해를 분석함
으로써 새로운 계산 도구들 중에서 필산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왜 그가 천원술
을 다시 설명해야만 했으며, 그 설명에는 어떤 관점이 투영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가 산목 계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천원술 
역시 차근방법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산학정의에서 천원술을 서술할 때, 실제 산목을 조작하면서 실행하
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차근방법을 통한 일반적인 설명을 짧게 서술한 후 기존 
산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천원술을 기록했다.    

         6장에서 다룰 이상혁은 남병길과 공동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의 중인 신분으로 필산과 산목 계산 모두에 능숙했던 인
물이다. 그러므로 이상혁이 산술을 보는 관점은 비록 전체적으로 남병길과 비슷
했지만, 그가 천원술을 대하는 방식에는 남병길과는 달리 산목 계산을 실제로 실
행할 때에 나올 수 있는 특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익산에서 이런 특징 중 
‘정부正負’라는 개념을 뽑아 그것이 천원술뿐만 아니라 다른 셈법까지도 관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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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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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목 계산 알고리즘의 변천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의 계산 수행자가 ‘천원술’이란 산술을 수
행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목을 이용한 계산법에 익숙
해져야 한다. 산목 계산에 낯선 독자를 위하여 1부에서는 산목이란 계산 도구와 
이를 이용한 계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간단한 곱셈과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살필 것이며 2장에서는 천원술의 발달에 기여한 계산법을 
소개한 후 천원술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은 없어진 계산 도구를 사용한 계산법을 재구성하는 것은 남아있
는 산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부에서는 물리적 도구인 산목을 조작하
는 계산 수행 과정을 실제 행해졌을 법한 알고리즘에 가깝게 재구성하면서 동시
에 그것이 기록된 형식을 분석할 것이다. 간혹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직접 
산목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야말
로 동아시아 수학자들이 실제 산목을 이용하여 계산법을 발달시켰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다. 1부에서 이런 특징들을 세심히 다룸으로써 앞으로 2부에서 다룰 
조선의 계산 수행자들 중 일부는 실제 산목을 사용한 듯이 보이고 일부는 책으
로만 천원술을 익힌 듯이 보이는 경우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부의 분석에 사용될 산서들은 조선 후기의 계산 수행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산서, 상명산법詳明算法(1373), 산학계몽算學啓蒙(1299). 
양휘산법揚輝算法(1274)을 기본으로 한다. 1485년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에서 산원算員 취재取才 과목으로 “상명詳明, 계몽啓蒙, 양휘楊輝”가 지목된 이
래 이 규정은 조선 말까지 바뀐 적이 없다.1) 그러므로 이 세 산서는 이 글이 시
1) 經國大典, 권3, 禮曹. (한국법제연구원, 1993), 873. “筭學, 詳明, 啓蒙, 揚輝, (注: 已

上筭).” 앞으로 한문 인용 중 주석은 괄호 안에 넣고 앞에 “주:”라고 붙인다. 이하 동
일. 경국대전 이후의 續大典, 大典通編 등의 법전에서도 산학 취재의 교과서가 
변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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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17세기 후반 조선 시대 산원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 지
식을 담고 있었으며 산학에 관심을 가진 유학자들 역시 이 산서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산학을 논할 수 없었다.2) 
          필자는 이 세 산서들에 담긴 산목 계산법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강조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산서들은 서로 다른 작가가, 서로 다른 의도
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필요에 의해서 저술한 것이다. 가장 먼저 인쇄
된 양휘산법은 1274년에 남송南宋의 양휘楊輝(13세기 후반 활동)가 자신이 
쓴 세 가지 책, 승제통변산보乘除通變算寶, 전묘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
法,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算法을 모아 완성한 산서이고, 25년 후인 1299년에 
출간된 산학계몽은 원대元代 주세걸朱世傑(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 활동)의 
작품이며, 1373년에 출간된『상명산법은 원대元代 안지재安止齋(14세기 활동)
의 산서였다.3) 이 산서들 속에 담겨 있는 산목 계산법은 산법의 분류와 명칭이 
달랐고 혹 명칭이 같더라도 산목을 놓는 순서나 위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이 세 명의 저자들은 각자 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독자층을 상
정하고 산서를 구성하였으므로 계산법의 설명 방법과 설명 순서도 달랐으며 계
산법들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서로 달랐다.4) 이러한 차이는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에 이 산서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조선의 산원이나 유학자에게 여러 계
산법 중 각자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이런 

2) 가와하라는 이 세 산서에 의해 “조선수학의 틀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가와하라, 앞의 
책, 113. 

3) 조선에 간행된 세 산서의 冊板 및 刊本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강민정, “조선전기 산
학취재 교과서의 간행과 산학의 발전”, 금속활자인쇄술과 역사발전 Ⅰ-천문, 의학, 농
학, 산학, 병학을 중심으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20), 133-209 중 148-202
를 참조하라. 한편 상명산법의 저자를 누구로 추정해야 할지에는 여러 논의가 있다. 
程大位의 算法統宗(1593)에는 상명산법을 “元儒[원나라 학자]인 安止齋, 何平子의 
작품”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상명산법의 남아있는 판본에는 ‘하평자’의 이름이 빠져 
있으므로 안지재와 하평자를 다른 사람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2, 주26; 郭世榮, 中國數學典籍
在朝鮮半島的流傳與影響 (山東敎育出版社, 2009), 242-243; 강민정, 위의 글, 202.

4) 김용운, 김용국은 이 세 산서들이 한꺼번에 교과서로 사용되어 “내용이 이중 삼중 겹치
는 것은 그만큼 헛일인 셈”이라 꼬집었으며, 가와하라는 “세 책의 연산법 설명에는 일
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존재”하여 “초학자들을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만들었음
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281; 가와하라, 앞의 책,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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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2부에서 다룰 조선 후기의 산서 저술가 5명이 
각자 산서를 저술하면서 나름의 저술 의도에 따라 이런 알고리즘 중 어떤 것을 
선택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추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산목 계산법: 곱셈과 나눗셈 

1. 산목

산목이란 과연 무엇인가? 후한後漢 허신許愼(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활동)
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산筭’과 ‘산算’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筭. 길이 6촌寸, 역수歷數를 셈하는 것으로, ‘竹[대나무]’의 뜻을 따르고 ‘弄
[손으로 가지고 놀림, 조작함]’의 뜻을 따른다. 항상 [이것을 손으로] 놀려
야[弄] 잘못이 없다는 말이다.   
算. 수數, ‘竹[대나무]’의 뜻을 따르고 ‘具[도구]’의 뜻을 따른다.5) 

즉 애초에 ‘筭’이란 문자는 길이 6촌의 대나무가지를 지칭했으며 ‘算’은 ‘數’라는 
문자가 지녔던 셈하는 행위를 내포했었다.6)  

5) 許愼 著, 徐鉉 等 校定, 說文解字 권5상, (국립중앙도서관, 古古5-03-7), 117. “筭, 
長六寸, 計歷數者, 從竹從弄. 言常弄乃不誤也. 蘇貫切. 算, 數也. 從竹從具. 蘇管切.” 발
음 설명은 위에서 제외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이 판본은 1874년 인쇄된 것으로 
앞표지를 1면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6) 청대 고증학자 段玉裁(1735-1815)는 설문해자주에서 “筭爲算之器, 算爲之筭之用”라
는 표현으로, ‘筭’은 계산 도구, ‘算’은 계산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했으며 이 글
에서도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허신의 당대에 ‘數’라는 글자가 단순히 셈한다
는 행위 이외에도 術數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두 글자의 뜻은 
좀더 복잡한 것으로 여겨진다. ‘筭’, ‘算’, 그리고 ‘數’ 등이 지니는 뜻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문제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크게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설문해자의 구절들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여 계산 도구의 물리적 특성만 참고한다. 算, 數와, 현대적 의미
의 ‘수학’, ‘수’, 그리고 ‘술수’ 등이 지니는 복잡한 관계, 특히 고대에서부터 후한 시대
에 이르기까지는 컬른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Chritopher Cullen, “The 
Suan Shu Shu, “Writings on Reckoning”: Rewriting the History of Early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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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筭’이란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책들에도 종종 등장한
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는 “그 산법算法은 대나무[가지]를 사용하는데 
지름 1분分, 길이 6촌寸으로, 271개가 육고六觚(정육각형, [그림1-2])를 이루어 
손에 쥘 수 있는 한 줌이 된다”고 했으며, 유휘劉徽(3세기 활동)는 구장산술九
章算術에 주석을 붙이면서 ‘정正’을 나타내는 막대기는 붉은 것으로, ‘부負’를 나
타내는 막대기는 검은 것으로 묘사했고, 북주北周의 견란甄鸞(6세기 후반 활동)
은 수술기유數術記遺에 주석을 붙이면서 “길이 4촌으로 사시四時(사계절)를 
모방하고, 한 모서리의 길이 3분分으로 삼재三才(천天, 지地, 인人)를 상징한다”
고 했으며, 수서隋書 “율력지”는 “너비 2분, 길이 3촌”으로 ‘정’을 나타내는 막
대기는 삼각형의 단면을, ‘부’를 나타내는 막대기는 정사각형의 단면을 지녔다고 
명시했고, 북송北宋 시대 심괄沈括(1031-1095)은 “붉은 막대기와 검은 막대기
로 정의 수와 부의 수를 구별했다”고 기록했다.7) 조선 시대에는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근세의 대나무[로 만든] 산筭은 둥글지 않고 세 모서리를 가진
다”고 했으며, 최한기崔漢綺(1803-1879)는 “2촌 5분의 길이의 세 모서리를 가
진” 막대기로 묘사했다.8)  

Mathematics in the Light of an Excavated Manuscript,” Historia Mathematica 34 
(2007), 10-44 중 30-40.  

7) 漢書, “律曆志” (欽定四庫全書 (1779)). “其算法用竹, 徑一分, 長六寸, 二百七十一
枚, 而成六觚爲一握.” 徐岳 撰, 甄鸞 注, 數術記遺 (中國歷代算學集成 (濟南: 山東
人民出版社, 1993)), 191. “今之常筭者也, 以竹爲之, 長四寸, 以放四時, 方三分, 以象三
才.” 隨書, “律曆志”. “其筭, 用竹, 廣二分, 長三寸. 正策三廉, 積二百一十六枚, 成六觚, 
乾之策也. 負策四廉, 積一百四十四枚, 成方, 坤之策也.” 劉徽, 九章算術注 (中國歷代
算學集成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3)), 129. “正算赤, 負算黑, 否則以邪正爲異.” 沈
括, 夢溪筆淡 권8, “象數” “日月之行，有遲有速，難可以一術御也. 故因其合散，分爲數
段，每段以一色名之，欲以別算位而已. 如算法用赤籌黑籌，以別正負之數.” 유휘의 구절 
중 뒷 부분의 ‘邪’란 표현은, 흔히 13세기 경 산서에서 묘사된 포산 그림에서 부의 수
를 나타내기 위해 마지막 자릿수에 기울어진(‘邪’) 모양을 그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되었지만 최근 볼고프의 연구에 의하면 정의 수는 ‘邪’, 즉 삼각형의 단면을, 부의 수는 
‘正’, 즉 정사각형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하 산목의 물질적 형
태의 변천에 대해서는 볼고프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라. Alexei Volkov, 
“Chinese Counting Rods: Their History, Arithmetic Operations, and Didactic 
Repercussions,” Alexei Volkov and Viktor Freiman, eds., Computations and 
Computing Device in Mathematics Education Before the Advent of Electronic 
Calculators (Switzerland: Springer, 2018), 137-188 중 139-161.   

8) 최석정, 九數略 “數器”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 제1권, (여강출판사, 
1985)), 395. “近世竹筭, 不以圜, 而以三稜.” 최한기, 習算津筏 (增補明南樓叢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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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산목으로 수를 표시한 그림. 위의 두 줄은 1부터 9까지를 나타낸 것으로, 윗줄
은 세로로 놓은 산목 덩어리로 주로 1자리 수, 100자리 수, 10000자리 수 등을 나타내고 
아랫줄은 가로로 놓은 산목 덩어리로 주로 10자리 수, 1000자리 수, 100000자리 수 등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처럼 세로와 가로로 놓인 부분들
을 번갈아 사용했다. 앞에서부터 각각 532, 53200, 5032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0은 어떤 산목도 놓지 않음으로써 표시되므로 앞의 두 표기가 서로 같게 되어 532와 
53200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

          한국에 현존하는 산목을 살펴보면, 크기가 대개 10cm에서 13cm 정도
로서 단면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으로 깎아 계산 중에 쉽게 구르지 않도록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산목의 한 쪽 끝을 검은 색으로, 다른 쪽 끝을 붉은 색으
로 칠하여 산목 전체를 검거나 붉게 칠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산목을 가지
고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1-3]) 
          이처럼 ‘산筭’, 즉 산목, 혹은 산가지, 산대(the counting-rods) 자체
의 물리적 외형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9) 그러나 ‘산목을 펼쳐놓는[布算]’ 과정을 
그림[圖]으로 표현한 산서들을 통해 산목을 이용하여 숫자를 표상하는 방식은 
19세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주로 세 가지의 특
성에 의존했는데, 나란히 놓인 산목의 개수, 산목이 놓인 공간적 위치, 그리고 산

1권 (대동문화연구원 동아시아학술원, 1999)), 267. “用籌, 截二寸五分, 削三稜.”
9) 이 글에서는 ‘산목’, ‘산대’, ‘산가지’, ‘算籌’, ‘算策’, ‘策’, ‘算子’ 등의 여러 용어 중 나무

라는 재료를 강조한 ‘산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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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단면이나 색이 그것이다. 산목 3개가 나란히 모여 있다면 그것은 3을 의미
하고 5개가 모여 있다면 그것은 5를 의미한다. 이때 한 덩어리는 반드시 가로나 
세로를 이루도록 놓아야 했으며, 6, 7, 8, 9의 숫자는 위 또는 아래에 놓인 하나
의 산목을 5로 정한 후 나머지 숫자들을 직각 방향으로 나열함으로써 표현되었
다. 예컨대 3개의 가로로 놓인 산목 덩어리 위에 하나의 산목이 직각으로 놓여 
있다면 이는 8을 뜻하게 된다.
             또 이렇게 1에서 9까지의 하나의 숫자를 횡렬로 배열하고 0이 해
당하는 곳은 아무런 산목을 놓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수 표기 체계와 동일한 
10진법 체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10) 즉 가장 오른쪽의 숫자는 일의 자리에 해당
하는 숫자이고 이후 왼쪽으로 자리수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10의 자리에 해당하
는 숫자, 100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 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일의 
자리에 세로로 산목을 배열한다면 다음 십의 자리는 가로로 배열함으로써 각 자
리의 숫자들, 특히 중간에 0이 등장했을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배
열 방법의 단점이라면, [그림1-1]에서 보듯이 계산의 정확한 맥락을 모를 경우 
532와 53200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5032와 500032 등도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계산 수행자가 계산 수행 후 단위 자리를 재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매문정梅文鼎(1633-1721)은 ‘산筭’ 및 ‘산算’의 고자古字
인 ‘산祘’이란 문자가 바로 산목 덩어리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 딴 상형象形 문자임을 지적하기도 했다.11) 
          산목의 물리적 특성 중 색이나 단면의 모양은 ‘정正’의 수와 ‘부負’의 
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때 붉은 산목과 검정 산목, 혹은 삼각형 단면
의 산목이나 사각형 단면의 산목은 각각 ‘정’과 ‘부’를 나타냈다.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정’은 그 계산 과정에서 마치 양수처럼, ‘부’는 마치 음수처럼 작용

10) 람라이용(藍麗容)과 앙티엔세(洪天賜)는 산목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중국 고대의 방법
이 다른 문명권으로 전달되어 오늘날 힌두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10진법 체계로 발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am Lay Yong and Ang Tian Se, Fleeting Footsteps: 
Tracing the Conception of Arithmetic and Algebra in China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04) 중 Chapter 9를 참조하라. 

11) 매문정, 曆算全書, “古算器攷.” (文淵閣四庫全書 제749책 (臺灣: 商務印書館, 
1983)), 747. “乘除之時, 以籌縱橫列於几案, 一望了然, 觀古算字作祘, 蓋象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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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왼쪽: ‘육고’를 묘사한 최석정의 그림. 오른쪽: ‘육고’를 묘사한 황윤석
(1729-1791)의 그림. 육각형 중앙에 산목 하나까지 포함하여 각 점이 산목 한 개를 나
타낸다고 생각한다면,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진행하면서 산목의 개수를 구하면 정가운
데를 빼고 총 9겹이 있으므로 1+6(1+2+3…+9)=271개가 됨을 알 수 있다. 최석정, 구
수략 (한국과학사자료대계: 수학편 제1권 (여강출판사, 1985)), 703; 황윤석, 산학입
문 (한국과학사자료대계: 수학편 제3권, (여강출판사, 1985), 18.]

[그림1-3. 왼쪽 위: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산
목과 직육면체의 산갑. 오른쪽: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산목과 주머니. 왼쪽 아래: 국립중앙과학
관에 소장된 산목과 육각기둥의 산통. 왼쪽 위의 
산목은 약 12cm로 총 50개이며 단면이 원, 사각
형, 오각형이 있으며, 오른쪽 위의 산목은 약 
10.9cm로 단면이 사각형인 것이 1개, 원인 것이 
1개, 오각형인 것이 103개이며 산목의 양 끝은 
각각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왼쪽 
아래의 산목은 점괘가 적힌 것으로 미루어 점을 
치는 데에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통 모
양은 ‘육고’를 형상화했다. 산통의 모양은 이외에
도 원기둥, 팔각기둥 등으로 다양하다.  왼쪽 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5251. 오른쪽: 국립민속
박물관, 민속028905. 왼쪽 아래: 국립중앙과학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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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로 동아시아 전통 수학에서는 다만 ‘방정方程’과 ‘개방開方’이란 특수한 
두 가지의 계산 방법에서만 등장했다.12)           
          이렇게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인 산목들을 공간상에 늘어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산학의 계산이다. 그 구
체적인 실행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곱셈과 나눗셈을 다음 두 절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2. 단순곱셈의 변이: 눈과 손을 이용한 발전

현재 남아있는 산서들 중 곱셈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지침 중 하나는 손자산경孫
子算經에 있다. 약 5세기 경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자산경에는 비록 포산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대신 두 수를 곱하는 단순곱셈
(simple multiplication), 하나의 수를 하나의 수로 나누는 단순나눗셈(simple 
divis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13) 

9, 9는 81이다. 이것을 스스로와 곱하면[自相乘] 얼마인가?
답答: 6561. 
술術: [상, 하] 두 위치[位]에 [81을] 각기 놓고 상[위의] 8로 하[위의] 8
을 불러[呼] 8, 8은 64이니, 6400을 중위中位에 놓고[下], 상[위의] 8로 
하[위의] 1을 불러 1, 8은 8이니 중위에 80을 놓는다[下]. 하위下位[의 산
목]을 1등等(한 자리)만큼 뒤로 밀고[退] 상위上位 80을 거둔다[收]. 상위
의 1로 하[위의] 8을 불러 1, 8은 8이니 중위에 80을 놓고, 상[위의] 1로 

12) ‘正數’와 ‘負數’는 九章算術 ‘方程’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곳에 처음 그 쓰임이 기
록되었으며, 13세기 이후에는 ‘開方’ 방법에 사용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6장을 참조하
라.

13) 단순곱셈, 단순나눗셈을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적어도 5세기 이전에 저술
된 것으로 알려진 孫子算經 및 夏候陽算經에 잘 나와 있으며, 마츠로프, 이엄과 두
석연, 셤라 등이 자세하게 재구성했다. 이엄과 두석연, 안대옥 옮김, 앞의 책, 29-34; 
Martzloff, 앞의 책, 217-221; Karine Chemla, “Mathematics, Nature, and 
Cosmological Inquiry in Traditional China,” Hans Ulrich Vogel and Günter Dux. 
Leiden, eds., Concepts on Nature: A Chinese-European Cross-Cultural 
Perspective  (Leiden: Brill, 2010), 255-284 중 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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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의] 1을 불러 1, 1은 1이니 중위에 1을 놓는다. 상, 하위[의 산목을] 
모두 거두니 중위에서 곧 6561을 얻는다.14)

6561을 9명이 나누려고 한다. 한 사람은 얼마를 얻는가? 
답答: 729.
술術: 우선 6561을 중위中位에 놓아 실實로 삼는다. 아래에 9인을 늘어놓
고[列] 법法으로 삼는다. 상위上位에 700을 놓고, 상[위의] 7로 하[위의] 
9를 불러 7, 9는 63이니 중위에서 6300을 덜어낸다[除]. 하위下位[의 산
목]을 1등等(한 자리)만큼 뒤로 밀고[退] 상위에 20을 놓고, 상[위의] 2로 
하[위의] 9를 불러 2, 9는 18이니 중위에서 180을 덜어낸다. 또 다시 하위
[의 산목]을 1등만큼 밀고 상위에 다시 9를 놓고, 상[위의] 9로 하[위의] 
9를 불러 9, 9는 81이니 중위에서 81을 덜어낸다. 중위[의 산목]이 모두 
없어졌으므로[盡] 하위[의 산목]을 거둔다[收]. 상위에서 얻은 수가 즉 
[한] 사람이 얻는 수이다. 15)

          이러한 손자산경의 지침을 따른다면,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 과정에
는 모두 ‘상위上位’, ‘중위中位’, ‘하위下位’의 세 줄이 사용되었고 각 줄에 놓인 
숫자들(digits)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는 조작이 수행되었다.16) 이런 산목 계산은 
최초의 포산 상태, 즉 문제에서 주어진 승수乘數(multiplier)와 피승수被乘數
(multiplicand), 혹은 피제수被除數(dividend)와 제수除數(divisor)의 두 수만이 
놓인 단계에서 시작하여 상술한 일련의 조작을 수행한 뒤 가장 마지막 단계에 

14) 손자산경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3)), 165. “九九八十一, 
自相乘得幾何. 答曰, 六千五百六十一. 術曰, 重置其位, 以上八呼下八, 八八六十四, 卽下
六千四百於中位. 以上八呼下一, 一八如八, 卽於中位下八十. 退下位一等, 收上位八十. 以
上位一呼下八, 一八如八, 卽於中位下八十. 以上一呼下一, 一一如一, 卽於中位下一. 上下
位俱收, 中位卽得六千五百六十一.”

15) 손자산경, 165. “六千五百六十一, 九人分之, 問人得幾何. 答曰, 七百二十九. 術曰, 先
置六千五百六十一於中位爲實. 下列九人爲法. 上位置七百, 以上七呼下九, 七九六十三, 卽
除中位六千三百. 退下位一等, 卽上位置二十, 以上二呼下九, 二九十八, 卽除中位一百八
十. 又更退下位一等, 卽上位更置九, 卽以上九呼下九, 九九八十一, 卽除中位八十一. 中位
竝盡, 收下位, 上位所得卽人之所得.”

16) 오늘날 행렬(matrix)의 표시에 의하면 ‘행’은 가로줄(row), ‘열’은 세로줄(column)을 
의미하지만, 세로쓰기의 한자 문화권에서 ‘행’은 세로줄을 의미했다. 이 글에서는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 용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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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위: 손자산경에 기록된 곱셈 ×의 재구성. 아래: 손자산경에 기록된 
나눗셈 ÷의 재구성. 화살표는 계산이 진행되는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본적으
로 화살표 한 개를 거칠 때마다 하나의 변화를 표시하도록 했다. 곱셈에서 맨 처음 포산 
그림에서 윗줄, 아랫줄의 밑줄 친 두 개의 8을 곱하여 ×   를 얻어 가운데 줄(중위
中位)에 놓는다. 화살표를 따라 다음 그림으로 진행하면 밑줄 친 8과 1을 곱하여 
×   을 얻어 가운데 줄에 다시 놓는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나눗셈에서는 두 번째 포
산 그림에서 밑줄 친 7과 9를 곱하여 ×   를 얻어 65에서 빼니 2만 남게 된다. 나머
지도 이와 같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목으로 표시된 숫자들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
꾸었다. 이하 동일]

이르면 계산에서 요구했던 답만 남기고 나머지 산목을 모두 거두는 것으로 마무
리된다.  
          그러나 약 800-900년 후인 13, 14세기 산서인 양휘산법, 산학계
몽, 상명산법에는 단지 두 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다.17) 이 중 
17) 조금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상세하고 훌륭한 양휘산법의 영어번역서로는 Lam 

Lay Yong, A Critical Study of the Yang Hui Suan Fa: A Thirteenth-Century 
Chinese Mathematical Treatis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77)가 
있다. 산학계몽의 한국어 번역서로는 주세걸 지음, 허민 옮김, 산학계몽 상, 중, 하 
(소명출판, 2009)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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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위의 문제, 즉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두 수를 곱하는 단순곱셉의 문제를 
푸는 계산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13세기 후반 양휘는 양휘산법 중 승제통변
산보에 ‘상승相乘’이란 계산법을 기록하면서 [그림1-5]와 같이 그 포산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그림[圖]을 제시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상승’의 계산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술術: 실實의 자리는 위에 놓고 법法의 자리는 아래에 놓는다. 법의 마지막 
자릿수[法尾]를 실의 머리 (즉 첫) 자릿수[實首]와 [자리를] 맞춘다. [법
의] 마지막 자릿수[의 단위]를 살펴서 그 실[의 자리]를 정定한다. 법과 실
을 서로 곱하여[相因] [구구합수九九合數(오늘날의 구구단九九段)를 외우
면서] ‘언십言十’이면(즉 구구합수를 외운 결과가 두 자리 수라면) 법의 신
身(계산에 참여한 숫자)보다 앞자리에[言十過法身], ‘언여言如’이면(즉 구구
합수를 외운 결과가 한 자리 수라면) 법의 신 자리에 맞추어 놓는다[言如
對法身]. [계산이 끝나고] 결국에는 [곱셉의 결과값이] 실의 신身에 나아가
게(즉 대체하게) 된다.18)   

양휘는 우선 ‘실實’ 247과 ‘법法’ 736을 두 행으로 늘어놓으면서 시작한다. 이어
지는 지침에서 그는 법을 움직이면서 실의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되, 실
의 가장 높은 자리 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언여言如’와 ‘언십言
十’은 ‘구구합수九九合數’, 즉 오늘날의 구구단九九段을 외우면서 결과로 나온 수
가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인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구구합수에서는 ‘이이여사二
二如四’(구구단에서 ‘이[곱하기]이[는] 사[와 같다]’)의 경우처럼 그 결과가 한  

18) 양휘산법을 위해서는 경주부에서 간행한 쓰쿠바대학 소장본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https://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0/B1039351/1.pdf로 접근. 중국역대
산학집성에도 ‘내각문고본’과 ‘의가당총서본’이 실려 있으며 앞의 것이 경주 목판본과 
동일하지만 대신 누락된 글자가 많으므로 쓰쿠바대학 소장본을 사용하였으며 책의 앞
장을 제외하고 신간양휘산법이란 제목이 인쇄된 부분부터 1면으로 삼는다. 양휘산
법의 여러 판본에 대한 자세한 비교 연구는 강민정, “전근대시기 한국의 책판목록과 
도서목록을 통한 산학서의 간행과 유전 고찰1: 조선전기 산학취재 교과서의 간행을 중
심으로”,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3-2 (2020), 75-101을 참조하라. 양
휘, 양휘산법 (쓰쿠바대학 소장본), 23-24. “術曰, 實位居上, 法位居下. 以法尾, 頂實
首位. 詳尾位之數, 以定其實. 法實相因, 言十過法身, 言如對法身. 臨了就實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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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왼쪽: 양휘산법의 ‘상승’ × 의 설명 부분, 오른쪽: 양휘의 설명 부분의 
번역. 한자로 적힌 부분은 한글로, 산목 그림으로 적힌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재구성했
으며, 서로 곱하는 두 숫자를 연결한 선은 람라이용의 방식으로 표기했다. 양휘, 양휘산
법 (쓰쿠바대학 소장본), 23-24; Lam Lay Yong, A Critical Study of the Yang Hui 
Suan Fa: A Thirteenth-Century Chinese Mathematical Treatis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77), 23.] 

[그림1-6. 『양휘산법』의 ‘상승’ ×  중 × 을 먼저 행하는 부분의 현대적 
재구성. 오른쪽 그림상자들 안에 곱셈들이 행해지는 순서대로, 즉 × , 
× , × 의 순서대로 진행될 때마다 ‘실’의 ‘신’이 각 단계의 결과값으로 대체
된다. 재구성을 위해서 양휘가 기재한 방식을 따랐으며 실제 계산에서는 산목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구분 없이 산목들의 덩어리로 배열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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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숫자로 나올 경우는 ‘언여’, 즉 ‘여如를 말할 경우’이고, ‘사육이십사四六二
十四’(구구단에서 ‘사[곱하기]육[은] 이십사’)의 경우처럼 그 결과가 두 자리 숫
자가 나올 경우는 ‘언십’, 즉 ‘십을 말할 경우’가 된다.19)

          또 법의 신, 실의 신에서 ‘신’(몸)이란 ‘물리적 공간’ 위에 놓인 숫자로
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각 계산 단계에서 계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리의 숫자를 
말한다.20) 예를 들어 [그림1-6]에서 가장 먼저 곱해야 할 단계인 2[00]×7[00]
의 예에서 실의 신은 2, 법의 신은 7이며, 2×7=14로 ‘언십’에 해당하게 되므로 
14를 놓기 전에 법의 여러 숫자들 중 7이 놓여있던 그 공간에서 한 자리 앞으로 
넘어가는[過法身] 곳으로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어디에 놓아야 할지 정한 연후
에는 실의 신 옆에 14를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1-6]처럼 이 단계를 거친 
실은 ‘일사영247’이 되며 이후 각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게 된
다.
         양휘산법 이후에 발간된 주세걸의 산학계몽과 안지재의 상명산법
에는 ‘상승’ 대신 ‘유두승법留頭乘法’ 혹은 짧게 ‘승법’이 실려 있는데, 둘 중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안지재의 상명산법을 살펴보도록 하자.21) 

19) 일반적인 ‘구구합수’는 다음과 같다. “九九八十一, 八九七十二, 七九六十三, 六九五十
四, 五九四十五, 四九三十六, 三九二十七, 二九十八, 一九如九; 八八六十四, 七八五十六, 
六七四十八, 五八四十, 四八三十二, 三八二十四, 二八十六, 一八如八; 七七四十九, 六七
四十二, 五七三十五, 四七二十八, 三七二十一, 二七十四, 一七如七; 六六三十六, 五六三
十, 四六二十四, 三六十八, 二六十二, 一六如六; 五五二十五, 四五二十, 三五十五, 二五
十, 一五如五; 四四十六, 三四十二, 二四如八, 一四如四; 三三如九, 二三如六, 一三如三; 
二二如四. 一二如二; 一一如一.” 이때 각 구절마다 “십十”이나 “여如”라는 글자를 반드
시 말해야[言] 하며, “십”을 말할 경우는 두 수를 곱한 이후 결과가 두 자리 수인 경
우, “여”를 말할 경우는 그 결과가 한 자리 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밑줄은 필자의 강
조) 

20) ‘신’에 대한 세부적 정의는 강민정 선생의 가르침에 의거한다. 특히 그는 ‘身’에는 ‘어
떤 물체의 주요한 부분’이란 뜻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신이라는 대상 자체가 구체적
인 계산 과정마다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를 환기했다.  

21) 산학계몽에는 유두승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결만 있다.“유두승법은 [계산하는] 
법식이 특별하니, 계산을 시작할 때[起首] 우선 법의 둘째 자리에서 [구구합수를] 부르
니, ‘언십’하면 신에 기대고(즉 신의 옆에 놓고) ‘[언]여’하면 [신과] 한 자리를 띄워서 
놓고, [법의 각 자릿수를] 두루 [계산한 뒤, 법의] 맨 첫머리에 임하여 [구구합수를 부
르면] 身을 깨어 펼친다. 주세걸, 산학계몽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
판사, 1993)), 1401. “留頭乘法別規模, 起首先從次位呼, 言十靠身如隔位, 遍臨頭位破身
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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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下乘의 법으로는 이것이 옳으니, [법의] 자릿수[位數]에서 먼저 두 번
째 [자리의 수]를 가지고 곱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와서 곱하
기를 두루 마친 후에야[遍了], [법의 맨 앞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처음 시
작했어야 했던] 자리[本位]를 가지고 그 신身을 깬다.22)  

이어서 안지재는 [그림1-7]과 같은 설명을 제시했는데, 이 포산 그림은 양휘의 
경우처럼 승수, 피승수에 일어나는 일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제시한 것이 아니었
다. 여기서는 최초의 피승수, 즉 ‘실’만이 산목 그림으로 제시돼 있고 각 자리에 
놓인 숫자들에게 벌어지는 과정은 말로 길게 설명돼 있었다.  
          안지재의 구결과 포산 그림을 이용하여 유두승을 재구성하면 양휘의 
상승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그림1-7]처럼 365를 실, 245를 법으로 삼고 실
과 법을 곱하는데 양휘의 경우 실(365)의 가장 앞자리인 3부터 법(245)을 곱하
지만, 주세걸과 안지재가 기록한 ‘유두승’은 실의 가장 뒷자리인 5부터 법(245)
을 곱하면서 시작한다. 또 5×245를 계산할 때에도 ‘법의 머리 자리 수(2)는 일
단 남겨놓은 채[留頭]’ 우선 두 번째 수인 4, 이후 세 번째 수인 5를 곱[因]하고 
가장 마지막에 돌아와 첫째 자리 수인 2를 곱한다. 즉 [그림1-8]의 왼쪽 그림의 
그림상자들에는 4, 5를 곱하고 2를 곱하는 순서대로 계산이 행해지고 있다. 이때 
가장 위의 그림상자 속에서 결과적으로 ‘일이이오’를 배치할 때 실의 마지막 수
인 5의 ‘몸을 깨고[破身]’ 즉 실에서 계산을 행하고 있는 5를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1이 오도록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산서들, 손자산경, 양휘산법, 산학계몽
, 상명산법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지침들을 실제 계산 수행자가 손으로 물리
적 산목을 놓고 움직이면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산목 계산의 몇 
가지 특징을 상상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산목 계산은 문제 속에서 주어진 수들을 적절하게 나열하
면서 시작하고 일련의 조작 과정을 거친 후에는 산판 위, 혹은 계산이 일어난 공

22) 안지재, 상명산법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6-35), 25. “下乘之法此爲眞, 位數先將
第二因, 三四五來乘遍了, 却將本位破其身.” 표지 이후 1면으로 센다. 온라인으로 접속했
을 때 수록된 면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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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상명산법의 ‘승법’(유두승법) 증 × 의 설명. 왼쪽: 상명산법 (중국
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3)), 1583. 오른쪽: 상명산법 (국립중앙도서
관, 한古朝66-35), 26. 두 판본의 설명은 동일하지만 다만 산목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다.]

[그림1-8. 왼쪽: 상명산법의 × 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현대적 재구성. 오른쪽: 
× 을 양휘의 ‘상승’으로 풀었을 경우 알고리즘의 현대적 재구성. 독자가 양휘의 방
식과 비교하기 쉽도록 상명산법의 알고리즘을 양휘의 기재 방식으로 나타냈으며 양휘의 
‘상승’으로 같은 문제를 풀 경우 중간 과정을 그림상자에 넣으면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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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오직 답만 남아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양휘산법이나 산학계
몽 등에서는 법을 거둔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으므로 법까지 역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종이에 연필이나 펜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산목을 이용한 계산은 계산 과정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산목으로 계산을 행하는 동안 그 기준단위(unit)가 되는 자리는 
항상 유연하게 움직이므로 모든 계산 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이후 그 자
리를 설정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림1-6]에서의 문제
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기준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24.7과 
7360의 곱으로도, 24.7과 7.360의 곱으로도, 247과 7.360의 곱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산목으로만 이루어지는 포산 과정에서 이런 단위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
으며 다만 계산 전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정해질 뿐이다.23) 이런 자리의 유연
성은 계산을 수행한 후 그 중간 결과물을 ‘신’의 옆에 놓든지, 혹은 한 자리 띄우
고 앞에 놓든지, 몇 자리 띄우고 뒤에 놓든지 등의 여러 기법에서도 확연하게 드
러난다. 만약 두 개의 수를 가지고 [그림1-8]처럼 안지재의 ‘유두승’과 양휘의 
‘상승’을 각각 행한다면 ‘유두승’은 그 최종 결과물이 최초에 실을 놓은 기준단위
보다 네 자리나 뒤에 밀려는 반면, ‘상승’은 최초에 실을 놓은 기준단위와 동일하
게 된다. 게다가 어떤 과정이든지 0을 나타내는 부분은 그저 산목을 놓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므로 0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오답을 피하기 위해 단위를 설정하
는 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셋째, 산목을 조작하는 중간에 더 이상 계산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숫
자, 즉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산목들은 모두 제거된다. 
         그러므로, 넷째, 기본적으로 계산에 사용되는 산목들은 모두 시각적으
로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 특징은 주세걸과 안지재의 ‘유두승’의 경우 양
휘의 ‘상승’과 달리 법의 두 번째 자리 수부터 먼저 곱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설

23) [그림1-6]의 문제는 “은 24냥兩 7전錢이 있고 [은] 1냥의 가격이 7관貫 360문文인 
경우 [총] 은의 가격은 얼마인가”에 관한 문제로, 냥과 문을 기본단위로 한다면 24.7
과 7360을 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냥과 관을 기본단위로 한다면 24.7과 7.36
을 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목 계산을 수행할 경우 계산 수행자가 기준이 되
는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양휘가 실제 단위를 어떻게 관리하
였는지도 텍스트를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다. 양휘, 양휘산법, 24.



- 30 -

명해 준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문제에서 실 365의 5와 법 245를 곱하는 경우 
245의 4가 아니라 2를 먼저 곱한다면, 실 365의 ‘몸을 깨고’ 그 자리에 대신 10
의 1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365의 5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므로 이어서 남
은 4, 5를 차례로 곱할 때에는 오직 계산 수행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곱셈의 변이의 장단점을 확실
하게 알 수 있다. 애초 손자산경의 방법처럼 세 줄을 사용하는 방법이 송원시
대에 이르러 두 줄을 쓰는 방식으로 줄어든 것은 계산이 일어나는 공간을 적게 
소모함으로써 손의 움직임을 줄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산 수행
자가 기준단위의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기억해야 하거나 혹은 다시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양휘는 양휘산법 중 승제통변산
보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자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란 뜻의 “정
위상설定位詳說”을 덧붙이면서 단순곱셈, 단순나눗셈의 어떤 방법들은 뒤로 밀리
거나 앞으로 당기는 등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제각기 달라서 이런 방법들을 함
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제본법乘除本法”, 즉 단순곱셈에서는 ‘상승’과 단순나눗
셈에서는 후술할 ‘상제商除’의 모범적인 예를 따라 자리를 정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24)  
          게다가 기준단위의 위치가 탄력적인 산목 계산을 행하다보면 유두승
이나 상승과 같은 경우 실의 일부분과 중간 결과물이 같은 행에 줄지어 놓여 있
는 상황이 연출되어 계산 과정 중간에 끼어든 관찰자로서는 전체 상황을 종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산서 속에서 계산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저자들로 하여금 계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과연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더 

24) 양휘, 양휘산법, 44.  “視題用法, 本無定據, 所用因折加減歸損, 各有定位. 若諸法互用
重用, 定位 殆將不可律論矣, 恐爲學者惑. 今立定率術曰, 先以乘除本法, 定所得位訖, 而
後重互雜法, 必無誤礙也.” 양휘산법의 가장 앞머리에 있는 “習算綱目”에서는 각종 단
순곱셈 및 단순나눗셈의 종류와 각각 배워야 하는 순서 및 학습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데, 여기서 ‘相乘’, ‘商除’를 구구단을 외운 이후 가장 먼저 배워야하며 특히 ‘定位’ 즉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같이 학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법’, ‘감법’, ‘구귀’ 등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다른 종류들을 ‘捷徑’으로 지칭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
는 “승제본법”을 ‘상승’과 ‘상제’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양휘, 양휘산법, 12. “學相
乘起例竝定位.” “學商除起例竝定位.” “指南算法, 以加減九歸求一, 旁求捷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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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지 진지하게 고심하게 했고 마침내 새로운 재현 방법까지 시도하도록 
했다. 양휘나 주세걸이 활동하던 송원 시대의 산서에는 본문의 문자들과 분리된 
직사각형 부분을 따로 마련하여 각종 기하학적 그림이나 포산을 묘사한 그림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유행했는데, 특히 양휘는 기존의 산서들이나 그가 다른 계산
법을 설명할 때 첨부한 포산 그림들과는 구별되는 한 가지 영리한 방법을 고안
해냈다.25) 바로 산목을 묘사한 그림들과 함께 문자를 적절히 섞은 것이다. 그는 
[그림1-5]처럼 우선 실을 산목 그림으로만 묘사한 후, 새로이 첨가되는 중간 결
과물들을 ‘일壹’, ‘이貳’, ‘삼參’ 등의 문자로 표기했다. 그러므로 그의 산서를 읽
는 독자는 계산의 모든 단계에 등장하는 산목의 배열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들의 시각적 차이를 통해 산목이 배열되는 시간적 차
이 역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안지재는 [그림1-7]과 같이 계산의 처음에 놓는 실의 배열을 
산목 그림으로 나타낸 후 실의 각 자리의 숫자 아래 부분에 그 숫자에 적용되는 
모든 곱셈을 글로 적었다. 그러므로 그의 산서에는 계산에 사용된 산목들이 차례
대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마지막에 얻게 되는 총 결과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지식은 계산을 수행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더욱이 마지막에 실의 자리
에 계산 결과만 남게 되는 산목 계산의 특징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산서를 읽는 독자는, 산서의 다른 부분을 오가며 읽느라 시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일 없이 설명을 읽어낼 수 있었다. 특히 모든 곱셈에서 실의 작은 수부터 곱하기 
시작하라는 그의 지침과 맞물려, 곱셈의 경우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여 왼쪽 아
래까지 세로로 읽어가는 시각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포산 과정의 설명까지 연
결되었다. 또 나눗셈의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피젯수인 실의 모든 자리의 각 숫
자마다 새로운 가결歌訣이 몇 개씩 적용되곤 했는데 이 경우 각 순서에 따라 가
결들을 그 밑에 배치함으로써 각 숫자에 적용되는 가결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이렇게 산목 계산법에 대한 서로 다른 기재 방식의 산서들을 읽어내
25) Karine Chemla, “Changes and Continuities in the Use of Diagrams Tu in Chinese 

Mathematical Writings (Third Century to Fourteenth Century) [I],”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2010), 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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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는 현대 독자들이 쉽게 빠지곤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아마 산목 계산의 
‘속도’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수 표기 방식과 끊임없이 변하는 조
작 과정, 그리고 길게 늘어진 설명은 그것이 복잡하며 최소한 지금 연필이나 펜
을 들고 수행하는 계산 방법보다 훨씬 느릴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
나 많은 현대 수학사학자들은 산목을 쥐고 위치를 움직이는 이 계산이 실제로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용훈은 조선 후기 
홍길주洪吉周(1786-1841)라는 유학자가 고안한 제곱근 풀이법에 대해 “산판 위
에서 산목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20여 차례나 계속되는 수치의 조작은 아무런 
불편도 아니며 필산보다 훨씬 빨리 해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그 속도
감을 언급했다.26) 마츠로프 역시 곧 후술할 단순 나눗셈 중 ‘구귀九歸’라는 방법
의 “놀라운 효용과 간편함(a remarkable sense of economy and simplicity)”을 
지적하면서 그 계산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게(extremely rapidly)” 도와주는 가
결들까지 등장했었음을 주목한 바 있다.27) 앞서 언급한 손자산경에서 양휘산
법, 산학계몽, 상명산법에 이르기까지 단순곱셈의 계산 알고리즘이 변화하
는 일련의 궤적 역시 계산 수행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위험 부담을 늘리지 않으
면서 가능한 공간을 적게 소요함으로써 계산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 가령 세 줄 계산을 두 줄 계산으
로 대체하며 계산에서 필요한 계산 공간을 줄여나가는 경향은 물리적 도구를 손
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산목 계산의 물질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발전 경향은 계산 도구의 물질성이 
견인한 실용적 선택의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산목을 움직이는 
손의 동작을 간소화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산목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은 계
산 수행자의 시각적 효율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계산 수행자의 눈과 손의 작용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6) 전용훈,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적 풍토: 홍길주(1786-1841)의 수학과 그 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4), 275-314 중 289.

27) Martzloff, 앞의 책, 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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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곱셈의 분류: 다양성과 통일성

지금까지 단순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양휘산
법, 산학계몽, 상명산법에는 앞에서 설명한 단순곱셈만 실려 있던 것은 아
니었다. 이 산서들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이 실려 있었는
데 그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1])

[표1-1. 양휘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에 실려 있는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종
류. 이때 ‘–’로 연결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부류의 문제들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양휘산법의 ‘가법 5술’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경우 산학계몽, 상명산법에서는 
‘가법’으로 풀면 된다. 괄호 안의 방법들은 해당 산서에서는 풀이과정이 설명되지 않았지
만 방법의 명칭이 언급된 경우이다.]

          양휘의 승제통변산보는 “산의 보고[算寶]”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곱셈[乘]과 나눗셈[除]의 각종 다양한 방법들을 분류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
다.28) 그 중 처음 소개되는 곱셈은 ‘상승 6법’이란 명칭 하에 ‘단인單因’, ‘중인重
28) 승제통변산보는 “算法通辯本末”, “乘除通辯算寶”, “法算取用本末”의 세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상승 6법’은 “산법통변본말”에, 가법 5술 및 후술할 단순나눗
셈들은 “승제통변산보”에 실려 있다. 



- 34 -

因’, ‘신전인身前因’, ‘상승相乘’, ‘중승重乘’, ‘손승損乘’을 포함하고, 또 다른 곱셈 
방법인 ‘가법加法’은 ‘가법 5술’, 즉 ‘가일위加一位’, ‘가이위加二位’, ‘중가重加’, 
‘가격위加隔位’, ‘연신가連身加’의 다섯 가지 곱셈의 계산 과정을 포함했다. ‘상승’
이란 이름이 하나의 세부 항목으로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여러 항목을 총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용어, 혹은 이 방식이 곱셈의 여러 다른 셈법을 
포괄할 수 있는 일종의 대표성을 띠게 되었음을 뜻한다. ‘상승’이란 용어는, 뒤의 
2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조선의 계산 수행자들에게는 단순곱셈을 일컫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양휘가 구분한 6가지 방법 중 ‘단인單因’은 한 자리수를 곱하는 셈법, 
‘중인重因’은 ‘단인’을 두 번 이상[重] 사용하는 곱셈으로 법의 수가 큰 경우, 예
를 들어 63을 곱하는 경우, 대신 7×9를 곱하여 ‘7인因9인因’ 등으로 바꾸어 사
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9)([그림1-9])  
         ‘신전인身前因’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곱할 때 ‘상승相乘’의 일반적인 경
우보다 하나 더 앞쪽으로 자리를 밀어 신의 앞쪽[身前]으로 그 결과를 놓는 곱
셈으로 법이 21, 31, 41, 51, 61, 71, 81, 91인 경우 해당한다. 예를 들어 31을 
곱한다면 실에 해당하는 수인 ‘몸의 앞[身前]’에 1을 떼고 남은 3을 곱한 값을 
놓고, 다시 원래 신에 해당하는 수를 거기에 더함으로써 최종값을 얻는 방법을 
일컫는다.30) ([그림1-10])          
         ‘상승相乘’은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두 자리 이상의 수 두 개를 곱하는 
것이며, ‘중승重乘’은 ‘중인’처럼, 곱하는 수가 큰 수일 경우 마치 현대의 인수분
해처럼 두 개의 수로 나눈 후 두 번에 걸쳐[重] ‘상승’을 적용하는 것이다.31) 
          ‘손승損乘’은 법이 두 자리 수 이상의 큰 수일 경우, 예를 들어 56을 
곱하는 경우 7×8를 곱하는 것으로 생각한 후, 7을 곱하는 대신 (10-3)을 곱하
는 ‘손損3’를 사용하거나 8을 곱하는 대신 (10-2)를 곱하는 ‘손損2’를 사용하는 

29) 양휘, 양휘산법, 17. “單因法曰, 置衆位爲實, 陰記單位爲法, 從上位因起, 言十過身, 
言如就身, 改之.” 양휘산법, 22. “重因術曰, 法數如九九合數者, 則用重因.” 

30) 양휘, 양휘산법, 22. “身前因術曰, 置實數爲身, 以一前之數, 於身前如因法求之, 言如
身前步位, 言十身前二位, 下起. 定位如乘.”

31) 양휘, 양휘산법, 24. “重乘術曰, 乘位繁者, 約爲二段, 作二次乘之. 庶幾位簡而易乘, 
自可無誤也. 相乘與定位, 各從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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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양휘의 ‘단인’ × 의 재구성. 왼쪽은 7을 밑에 놓은 상태에서의 포산 과
정이며 오른쪽은 7을 외워서 계산을 행할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는 포산 과정이다.]  

[그림1-10. 왼쪽: 양휘의 ‘신전인’ ×을 기록한 부분, 오른쪽: 현대적 재구성. 현대
적 재구성에서 위는 양휘가 포산 과정에 대해 기록한 방식 그대로 재현했으며, 아래는 실
제 산목 계산을 행했을 경우 232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나는 과정을 재현했다. 이 부
분에서 31를 놓지 않아도 됨을 주목할 수 있다. 양휘, 양휘산법, 22-23.] 

셈법을 의미한다.32) 
        또한 ‘가법加法’은 법에 해당하는 수의 첫 자리 수로 1을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법 5술術’ 중 가장 처음 설명하는 ‘가일위加一位’를 보면 

32) 양휘, 양휘산법, 25. “損乘術曰, 九乘者損一(十去其一, 卽九), 八乘者損二 (十去其二, 
卽八), 七乘者損三(十去其三, 卽七), 六乘者損四, 五乘者折半(折半, 卽是損五), 四乘者
損六, 三乘者損七, 二乘者損八, 竝自末位求起, 卽下乘也. 是反用九歸之術. 定位如乘.” 람
라이용은 양휘가 대개 3, 4, 6을 곱할 경우는 ‘因’을, 7, 8, 9를 곱할 경우는 ‘損’을 사
용한다고 했다. Lam Lay Yong, 앞의 책,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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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1. 양휘의 ‘가법’ 중 ‘가1위’ ×의 재구성. 왼쪽: 양휘의 기록 방식에 따라 
재구성, 오른쪽: 실제 산목 계산을 수행할 때 274의 변화를 재구성. 이때 산판의 한 격자, 
즉 한 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11이란 숫자가 놓이는 중간과정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이 12, 13, 14, 15, 16, 17, 18, 19일 때 해당하는 방법인데, 가령 [그림
1-11]처럼 16을 곱할 경우, 앞자리 1을 계산 과정에서 등장시키지 않고 6만 놓
고 곱셈을 수행하되 그 결과를 한 자리씩 뒤에 놓은 후 실을 다시 한 번 더함
[加]으로써 10을 곱한 효과까지 얻는 셈법이다.33)  
          곱셈의 마지막 셈법인 ‘구일求一’은 법의 앞자리가 1이 아닐 경우 법
의 앞자리를 1로 바꾸어 ‘가법’을 적용하고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7을 곱해야 하는 경우 대신 14를 ‘가법’으로 곱하고 그 결과
를 2로 나눔으로써 답을 얻게 된다.34) 이 방법은 람라이용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이 특정한 문제마다 적절한 숫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

33) 양휘, 양휘산법, 28. “加一位術曰, 以所有物數, 爲實爲身. 以法首之數, 定爲得數. 以
所求物價一後零數, 於身後加之, 言十當身布起, 言如次身求之.” ‘加二位’는 곱하는 수가 
세 자리 수이되 앞의 두 자리가 11인 경우이고, ‘중가重加’는 곱하는 수가 복잡한 대신 
두 개의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가법을 두 번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132
인 경우 11×12을 대신 차례로 곱하게 되는 경우), ‘加隔位’의 경우 곱하는 수가 세 자
리 수이되 앞의 두 자리 가 10인 경우, 그래서 서로 한 자리 떨어져서[隔] 가법을 사
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 ‘連身加’의 경우 곱하는 수가 두 자리나 세 자리 
수이면서 가장 앞의 자리가 2인 경우이며, 이때 ‘가일위’처럼 구한 후 다시 실을 한 번 
더 더함으로써 마치 2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가법의 자세한 알고리즘
은 Lam Lay Yong, 앞의 책, 202-204를 참조하라. 

34) 양휘, 양휘산법, 34. “求一乘曰, 五六七八九, 倍之. 數不走二三, 須當半. 遇四, 兩折. 
倍折本從法, 實卽反其有(倍法必折實, 倍實必折法). 用加以代乘. 斯數足可守.” 구일법의 
자세한 설명은 Lam Lay Yong, 앞의 책, 217-218



- 37 -

다.35) 
         그러나 이와 같은 양휘산법에 소개된 다양한 방법들은 산학계몽과 
상명산법에서는 세 가지로 줄어들어, ‘인법’, ‘가법’, ‘상승’만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주세걸은 각각을 ‘종횡인법縱橫因法’, ‘신외가법身外加法’, ‘유두승법留頭乘
法’으로, 안지재는 ‘인법因法’, ‘가법加法’, ‘승법乘法’으로 명칭을 바꾸어 수록했을 
뿐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주세걸은 양휘의 방
법과 똑같이 각 셈법에 따라 실의 높은 자리에서 곱셈을 시작하던지 혹은 실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반면 안지재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을 
모두 통일하여 실의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승법乘法 중에 ‘단위單位’(인법), ‘취신가就身加’(가법), ‘유두승留頭乘’(승
법)의 세 가지는 모두 곱셈이며 자리와 수[位數]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포산布算에 있어서 모두 아래[작은 자릿수]에서부터 [큰 
자릿수로] 시작한다.36)

          이상과 같이 곱셈의 분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양휘의 자잘하고 세
분화되었던 셈법들이 몇 개의 대표성을 지닌 방법, 즉 ‘인법’, ‘승법’, ‘가법’이란 
세 개의 셈법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지재가 인법, 가법에서 
작은 자릿수부터, 혹은 큰 자릿수부터 계산을 진행하는 것을 같은 방향으로 통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유두승의 실에서 두 번째 자릿수부
터에서 시작해서 작은 자릿수로 진행한 후 다시 가장 큰 자릿수로 돌아오는 것
을 말하고 있지만, 최소한 인법과 가법은 점점 통일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모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추이와 그에 따른 곱셈의 변이가 모
두 담겨 있는 산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조선의 학자로서는 최신의 경향과 셈법
을 받아들여 통일성 있는 셈법을 추구했을 수도, 아니면 적용 범위가 더 넓고 자

35) Lam Lay Yong, 앞의 책, 217. 
36) 안지재, 상명산법, 8. “乘法, 或單位, 或就身加, 或留頭乘, 三者, 皆乘也, 隨位數異其

名耳. 布算, 皆從下起. 이때 ‘單位’, ‘就身加’, ‘留頭乘’은 각각 본문에서는 ‘인법’, ‘가법’, 
‘승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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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풀이법들을 추구했을 수도 있었다. 산목 계산의 변화 자체를 공부하는 학
자들로서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4. 나눗셈: 가결과 빠른 손을 이용한 발전

          나눗셈의 경우는 어떠한가? [표1-1]에서 정돈된 나눗셈의 역사적 발전
은 곱셈과 다른 양상이다. 양휘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을 거치면서 곱셈
과는 반대로 여러 셈법이 고안되어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양휘가 
제시한 나눗셈은, ‘상제商除’와 ‘감법減法 4술’, 그리고 ‘구귀九歸’이다. 이 중 ‘상
제’의 계산 과정은 [그림1-4]와 같은, 손자산경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 명칭의 ‘상商’이 ‘헤아린다’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몫’ 자
체를 뜻하는 용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몫을 추측한 후 그 추측치가 적
절한지 매번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추측치인 상과 제수인 법을 곱
하여 피제수인 실에서 빼는 계산을 시행해 보고 상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 
계속 조정을 반복해야 하다는 점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는 각오해야 하는 셈법이
다.37)  
          또 다른 나눗셈인 ‘감법減法’은 모두 4술이 있으며, 가장 간단한 ‘감일
위減一位’의 경우 제수인 법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인 경우로 곱
셈인 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1을 사용하지 않고 뒤의 자리 수만을 사용한다.38)

예를 들어 [그림1-12]의 오른쪽에서처럼 4788을 14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단 몫으로 3을 추정한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상제’의 방법을 쓴

37) 양휘는 ‘商除 2法’을 제시했는데, 이때 두 가지 법은 곱셈에서의 경우와 달리, 서로 다
른 명칭이 있는 두 가지의 셈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이 법보다 큰 경우’와 ‘실
이 법보다 작은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다만 자리 수를 바꾸어, 동일한 계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양휘, 양휘산법, 26. “商除二法, 其一實多法少. 術曰, 置出率爲實, 
以求率爲法. 以法商實, 命九九合數. 言十過法身, 言如對法身, 除之. 其二實少法多. 術曰, 
易法爲實, 易實爲法. 以法商實, 命九九. 言十過法身, 言如對法身, 除之.” 람라이용은 상
제를 분석하면서 이 두 가지 법은 다만 숫자들의 자리를 잘 배열하기만 한다면 하나의 
법으로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Lam Lay Yong, 앞의 책, 25, 210-213.

38) 양휘, 양휘산법, 32. “減一位術曰, 以出錢數爲實, 以所求題一後零數爲法. 從實首位, 
存身得數減零. 言十當身減, 言如次身減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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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2. 왼쪽: 양휘산법 중 ‘감1위’, ÷  부분. 오른쪽: ÷  문제 중 포
산 그림. 실 4788에서 ×   를 찾아 47에서 12를 빼면 35가 되는데 앞의 3은 몫의 
첫 번째 숫자가 되므로 ‘삼三’이란 글자로 표시하여 ‘삼588’이 남는다. 다음으로 ×   
을 찾아 58에서 16을 빼면 42가 되는데 역시 앞의 4는 몫의 두 번째 숫자가 되므로 ‘사
四’로 표시하여 ‘사28’이 남는다. 다음으로 ×   를 찾아 28에서 8를 빼면 20이 남는데 
이때 2는 몫의 세 번째 숫자가 되므로 ‘이二’로 표현하고 뒤는 0으로 아무 산목도 안 놓
이게 되어 계산이 종료된다. 원하는 답인 몫 ‘삼사이’, 즉 342는 포산 과정의 중간에 나타
난다. 또 위의 ‘定貫’이라고 기본단위를 표기한 바로 그 열의 아래에 놓인 숫자가 ‘관’을 
기본단위로 할 경우 일의 자릿수, 즉 342관이 된다. 한편 양휘의 포산 그림에는 4와 5의 
표기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표기는 16세기 주로 주산으로 계산을 행할 때 숫자를 
표시하는 ‘암마暗馬’ 표기와 비슷하다. 양휘산법, 32. 암마에 대해서는 Martzloff, 앞의 
책, 189.] 

다면 실 4788의 앞의 두 자리 수 47에서 14×3=42를 빼야하지만 ‘감법’을 사용
하다면 뒷자리의 4만 이용하여 4×3인 12를 빼게 되는데 이때 실의 첫 자리에 
몫으로 추측했던 3이 남는다. 이 3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놓은 채로 앞으
로 진행될 계산에서 배제한다. 동시에 실의 앞의 두 자리인 47에서 30을 뺀 후 
남는 17에서 12를 빼고 남은 5를 가지고 계속 계산을 진행한다. 결국 이 조작은 
30을 뺀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계산 과정의 끝까지 몫이 3임을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거둔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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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법’이 주로 시각적 효과를 영리하게 다루고 있는 나눗셈이라면 ‘구
귀九歸’는 그 속도를 극적으로 증폭시킨 나눗셈이다. ‘구귀’는 제수인 ‘법’이 한 
자리인 경우에 적용되는 나눗셈으로 ‘구귀결九歸訣’이란 가결을 외우면서 진행된
다. 양휘는 이 가결을 ‘옛 가결[古括]’이란 이름으로 소개했으며 이엄과 두석연에 
의하면 몽계필담 등에서도 초보적인 형태의 구결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니 
꼭 양휘가 그 내용을 고안한 것은 아니었다.40)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휘가 구귀결을 수록한 방식이다. 
양휘는 구체적인 구결을 몇 가지 표제어로 정리했는데 계산 수행자는 이 중 자
신이 행할 계산에 적절한 것을 추출하여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팔귀[八歸]’ 
즉 법이 8인 나눗셈은 다음과 같은 가결을 뽑을 수 있다. 

[팔귀八歸] 8을 만나면 10을 만들고, 1을 만나면 [한 자리 아래에] 2를 놓
고, 3을 만나면 [한자리 아래에] 6을 놓고, 4를 만나면 [그 자리에] 5를 만
들어라.41)           

이 가결들은 8로 나누는 모든 경우, 피제수로 어떤 숫자를 만날 경우 어떻게 산
목을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다. 우선 피제수로 8을 만난다면 10을 이루
므로 즉 한 자리 앞으로 1을 보내고, 피제수로 1을 만날 경우는 그 1은 가만히 
놔두되 한 자리 수 밑으로 2를 더 놓고(즉 더하고), 2를 만날 경우는 2를 놔둔
채 한 자리 수 밑으로 4를 더하고, 3을 만날 경우는 3을 놔둔 채 한 자리 수 밑
으로 6을 더하고, 4를 만날 경우는 4를 5로 변화시킨다. 만약 5, 6, 7 등을 만날 

39) 가법에서와 비슷하게 ‘減二位’는 법이 세 자리 수이되 앞의 두 수가 1인 경우, 즉 법
이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인 경우이며, ‘重減’의 경우 법에 해
당하는 수를 쪼개어 감법을 두 번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187로 나눌 
경우 187 =11×17을 이용하여 대신 두 번의 감법을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隔
位減’은 법이 세 자리인데 앞의 두 수가 10인 경우이다. 양휘, 양휘산법, 32-34. “減
二位術曰, 以所有物數爲實爲身, 以所求物價一後二位零數. 從實首位, 存身得數, 先減第二
位, 言十次身減積, 言如隔位退如, 却減第一位, 言如次身減積, 言十就實除之.” “重減術曰, 
除題位煩者, 約之作兩次減, 或三次減, 位簡必捷, 不妨本法定位.” “隔位減術曰, 置實數爲
身, 以法命實, 言十身下減起, 言如隔位退零.” 

40) 양휘, 양휘산법, 39.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0. 
41) 양휘, 양휘산법, 39. “遇八成十, 見一下二, 見三下六, 見四作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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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4와 1, 4와 2, 4와 3 등으로 쪼개어 마치 4를 만난 경우, 그리고 그 나
머지 숫자를 만난 경우인 것처럼 각각 조작해야 한다.42)  
         예를 들어 26532를 8로 나누는 문제의 경우 [그림1-13]에서와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43)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구귀’의 포산 과
정 중에 10이상의 숫자를 한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이다. 이것
은 오늘날의 기호를 이용한 계산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표시 방식이다. 오늘날의 
십진법 기호를 따른다면 중간 결과물로 나온 10에서 1을 한 자리 수 앞으로 올
려 2, 10이란 배치를 3, 0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렇게 십진법의 배치를 따른다면 
나눗셈이 더 이상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목을 이용한 ‘구귀’ 방법을 
재구성하다 보면 종종 한 자리 수를 의미하는 격자 안에 10이상의 숫자가 놓이
게 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물체로서의 산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44) 

42) 이런 지침들이 의미하는 바는 현대적인 용어로 풀이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구
귀’는 계산에 참여하는 실의 ‘신身’을 제거하고 그 자리보다 한 자리 앞에 그 결과를 
놓는 것이니 8을 만난 경우 80을 만났다고, 1을 만난 경우는 10을 만났다고 가정해서 
그 몫을 놓으면 된다. 예를 들어 8을 만난 경우 80÷8=10이므로 그 몫을 ‘신’인 8보다 
하나 앞으로 놓으며 ‘신’인 8을 제거하고, ‘신’이 1인 경우 10÷8에서 몫은 1, 나머지는 
2이므로 ‘신’인 1을 그냥 놔둔 후 계산 과정에서 제거하고, 나머지 2는 밑의 자리에 더
함으로써 앞으로의 계산 과정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20÷8에서 몫은 2, 나머지
는 4이므로 ‘신’인 2를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4를 밑의 자리에 더하며, 30÷8에서 몫은 
3, 나머지는 6이므로 ‘신’인 3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6을 밑의 자리에 더하며, 40÷8
에서 몫 5이므로 ‘신’인 4를 제거하고 대신 5를 놓게 된다. 5를 만난 경우 4를 만나고 
1을 만난 것으로 쪼개어 두 번에 걸쳐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첫째, 4를 만났으니 대신 
5를 놓되 둘째, 1을 만났으니 1을 그냥 놔두고 나머지 2를 한 자리 밑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정을 차례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6을 놓고 나머지 2를 한 자리 아래에 두
게 된다. 이런 결과는 50÷8에서 몫은 6, 나머지 2를 계산하여 놓는 결과와 마찬가지
이다. 주세걸과 안지재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가결들도 ‘8귀’의 구결 속에 다 수록함으
로써 후대에는 양휘보다는 더 많은 형태의 가결을 한꺼번에 외우는 방향으로 발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43) 이 문제는 안지재의 상명산법의 8귀 문제에 나오는 문제이다. 안지재, 상명산법, 
35-36. 

44) 이런 특징 때문에 ‘구귀’의 방법은 산목처럼 물체의 개수로 수를 나타내는 계산 도구
인 주판珠板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엄, 두석연은 산목 계산과 주산珠算
의 공통점을 밝히고 송원시대 산목 계산에서 주판을 이용한 계산법으로 변화했음을 지
적했다.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4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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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구귀’ 중 ‘8귀’ 문제 ÷의 현대적 재구성.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
려오면서 그 포산 과정을 적되 더 이상 나눗셈에 참여하지 않는 숫자들을 한글로 치환하
는 형식으로 사용했으며 오른쪽은 실제 산목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과정을 재현했다. 
이때 중간 과정에서 한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10’이란 산목이 놓이는 경우가 발생함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림1-14. 상명산법 중 ÷를 제시
한 부분. 안지재, 상명산법, 35-36.]

         양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 특징과 더불어 동시에 계산 수행자
의 ‘기억’ 속에 더 많은 가결을 저장하여 산목 계산의 속도를 높이고 더 간편하
게 만들고자 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법의] 첫 자리에서는 ‘귀歸’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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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째 자리나 세째 자리에서는 여전히 ‘상제商除’를 사용하니 하나의 문제에 
두 가지의 [풀이] 법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는, “원래 구귀九歸의 옛 
가결은 애초 2에서 9까지로 구애받지 않”으므로 자신이 “술術을 만든 본 뜻에 기
초하여 가결을 만드니 무릇 두 자리 수로 나누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 
범위를 확장했다.45) 즉 제수가 11부터 99사이의 두 자리 수에 해당하는 모든 경
우에 적용되는 가결을 창안한 것이다. 이 야심찬 ‘비귀飛歸’는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이 마츠로프가 그 속도를 극찬한 바 있는 그 방법이다. 예를 들어 4368을 
78로 나눈다면 단 세 번의 가결을 통한 조작만으로도 답이 나왔다.46) 
          그러나 양휘의 계획은 산학계몽, 상명산법까지 이어지지 못했
다.47) 주세걸과 안지재는 100종류에 육박하는, 제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휘의 가
결을 외우는 것보다는 두 자리 이상의 수일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제歸除’라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 외에도 후대로 가면서 ‘기일법起一法’과 
‘당귀법撞歸法’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방법이 첨부되면서 계산 속도
가 훨씬 빨라졌으며, 이엄, 두석연의 표현에 의하면, 단순나눗셈은 “최종적으로 
완비되”었다.48)

         ‘귀제’, ‘당귀’, ‘기일’의 각 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외워
야하는 가결이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
지만, 최소한 양휘산법의 구절들 속에서 각 기법의 초보적인 형태가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법통종에는 [그림1-1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
리된 가결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9) 

45) 양휘, 양휘산법, 39. “今人以第一位用歸, 以第二位第三位, 仍用商除, 是一題涉二法也. 
原九歸古括, 初未嘗拘二至九而已. 輝嘗原作術本意而爲歌括. 凡二位除者, 亦可用. 混然歸
法, 不必歸而又商除. 姑摘一二載之, 後題以表歸除之不拙也.” 

46) 이 문제는 마츠로프가 든 예시이다. Martzloff, 앞의 책, 221. 
47)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0. 
48)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3. 이엄과 두석연에 의하면 그들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도 

주산을 배우는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구결을 외워야 했다.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1. 

49) 이엄과 두석연은 중국에서 주된 계산 도구가 산목에서 주산珠算으로 변환되는 데에 
이 가결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결들이 완결된 형태로 수록
된 산법통종은 주산을 주된 계산 도구로 이용하는 산서이다.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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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위: 상명산법에 수록된 형식의 ‘구귀결’. 아래 왼쪽: 산법통종에 수록된 
형식의 ‘당귀결’, 아래 오른쪽: 산법통종에 수록된 ‘기일’에 대한 구결. 산학계몽, 
1395; 상명산법, 28-30; 산법통종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4)), 2172-2173.]50)

         우선 ‘귀제’ 혹은 ‘구귀제’라고도 불리는 셈법은 상명산법에 의하면 
‘구귀九歸’와 ‘귀제歸除’가 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이때 ‘구귀’는 제수가 한 자리 
수인 경우이며 ‘귀제歸除’는 제수가 두 자리 수 이상인 경우로 여기서는 ‘상제’의 
방법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1) 『상명산법』에서는 이 방법이 
“먼저 [실의] 신身을 귀歸한 이후 제除하는” 방법이라 표현되었다.52) 이 셈법은 

50) 산학계몽에는 “九歸除法”이란 이름 아래 구귀결이 실려 있는데, [그림1-15]의 상
명산법과 비교하면 1귀에서 “一歸如一進, 見一進成十”로, 이하 2귀부터 9귀까지 마지
막 구절들에서 “進一十” 대신 “進成十”으로 기록된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산학계몽, 
1318. 

51) 산학계몽에는 이 방법을 “구귀제”로, 상명산법에서는 “귀제”로 칭했다.
52) 안지재, 상명산법, 44. “將身歸了, 次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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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와 ‘기일’의 기법과 연결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고 할 수 있다. 『산학계
몽』의 구귀제 설명에는 “법과 실이 ‘상정相停(첫 자리 수가 같으면)’하면 90 남
짓이 되고, 단지 ‘무제無除(나눌 수 없는 경우)’를 만나면 첫 자리로 돌아가고”라
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기일법’과 ‘당귀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다.53) 다만 산학계몽에는 당귀와 기일에 해당하는 구결이 아직 등장하진 않았
으며 상명산법에는 당귀와 기일의 명칭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본문에는 ‘당귀
결’만 실려 있었다.54) 수학사학자들의 추적에 의하면 ‘당귀결’의 경우 이미 정거
산법丁巨算法(1355)에 몇 구결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으며 상명산법과 산법
통종算法統宗(1593)에서 완결된 형태가 실렸고, ‘기일법’의 경우 산법통종에 
완결된 형태로 기록되었다.55) [그림1-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귀결과 함께 
이 두 가지 구결이 첨가됨으로써 양휘의 수십개가 넘는 비귀결보다 훨씬 간결하
면서 그 적용범위는 넓어졌다.          
          산목으로 행하는 단순나눗셈의 발전에서 등장하는 구귀, 귀제, 기일, 

당귀 등을 관찰해보면 나눗셈이 좀 더 여러 가지 조건들에 걸맞게 정교하게 발
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1-16]에서처럼 864를 32로 나누는 

상명산법의 문제를 생각해보자.56) 법의 32에서 3은 ‘귀’를, 2는 ‘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864의 8에서 3귀를 진행하고 나머지 실을 가지고 다시 2제를 진행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눗셈을 진행한다. 그러나 혹 [그림1-16]의 오른쪽 경우
처럼 34를 35로 나눠야 하는 경우, 즉 법과 실의 앞의 두 숫자가 비슷하지만 법
이 더 커서 진행이 되지 않는, “법과 실이 서로 같아 90”인 경우에는 ‘당귀결’을 
외우면서 계산을 진행해야 한다. “무제를 만나면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53) 주세걸, 산학계몽, 1405. “法實相停九十餘”
54) 상명산법은 ‘귀제’를 다루는 부분의 마지막에 ‘起一’과 ‘撞歸之法’이 등장하는데, “歸

는 했지만 除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이미 歸한 수 중에 하나의 산목을 일으켜(떼어내
어) 원래의 수(귀하여 1이 되기 전의 수)를 아랫자리에 도로 놓는다. 연후 그 크고 작
음에 따라 계산하며, 또 撞歸之法이 있어 모두 變通之術이니 또한 몰라서는 안 된다”
라며 당귀결을 실었다. 안지재, 상명산법, 49. “唯或有歸而無除, 則起此已歸一算, 而
以元數, 復置於下位. 然後視其多寡而算之. 又有撞歸之法, 皆變通之術也, 亦不可不知, 今
具列如後.” 

55) 람라이용, 앞의 책, 232;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51-252. 당귀법과 기일법을 구체적
인 문제에 적용하는 사례는 허민 옮김, 산학계몽 상, 133-134을 참조하라.

56) 안지재, 상명산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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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 ‘귀제’의 재구성. 왼쪽: ÷ 를 계산하는 과정. 법 32에서 3는 ‘귀’(구귀)
를, 2는 ‘제’(추정한 몫을 다시 곱하여 실에서 빼는 방법)를 적용한다. 마지막 포산에서 
‘이칠’만 놓임으로써 몫은 27이 나온다. 오른쪽: ÷ 를 수행하는 과정. ‘당귀’와 ‘기
일’을 적용한다. 마지막 포산에서 ‘구팔’과 남은 숫자는 분수로 처리함으로써 몫은 



이 된다. ] 

에는 귀제 중 ‘제’를 해야 하는 데 나온 숫자가 이미 커서 못 빼는 것이므로 앞
의 자리 수 1을 그 다음 자리의 10으로 만들어 꾸어주는 기법인 ‘기일법’을 적용
한다.57)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산서에서 간취할 수 있는 단순나눗셈의 발전에
서 우리는 단순곱셈의 발전과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산목으로 행해지는 
단순나눗셈은 곱셈과는 달리 구귀결, 당귀결, 기일법 등의 각종 가결들이 덧붙여
지면서 더욱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안지재는 양휘의 상제를 소개

57) 주세걸, 산학계몽, 1405. “但遇無除還頭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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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상제란 어림잡아[商量] 나누는 것[除之]으로 이 하나의 술은 구귀, 정신
제, 귀제의 세 가지 법이 겸비되어 있으니 이미 귀제에 통했다면 이것(상제)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으나, 다만 개방開方의 경우 반드시 상제가 필요하므로 없애
지 못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굳이 알아야 필요가 없음에도 개방을 위해서 소개했
을 뿐임을 강조했다.58) 그러므로 안지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산서, 혹은 
나아가 그의 시대에는, 상제가 나눗셈으로서의 역할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았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상제라는 방법이 내포하고 있던, 몫을 추
정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 삼아 곱셈을 행해야만 하는 ‘시행착오’ 중의 머뭇
거림을 제거했음을 의미한다. 구귀, 귀제의 방법은 몇 개의 가결들만 외움으로써 
계산을 완벽하고 또 재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에 곱셈이 
구구단만 외우고 산목을 움직이는 공간을 줄이면서 빠른 계산 속도를 내는 방향
으로 발전되었음에 비해, 나눗셈은 한 줄이나 두 줄로 그 공간이 줄어들기는 했
지만 이를 위해 곱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구결을 외워야만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셈법들의 계산 속도와 셈법을 적용하기 위해 외워야할 
가결의 양의 상관관계를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셈법들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이 각 산서마다 다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양휘산법의 비귀는 기억
해야할 각종 가결의 양이 증대하면서 계산 속도를 높였지만 결국 이런 방법은 
상명산법의 시대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즉 상명산법의 시대에는 비귀의 경우
보다 가결의 양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계산 속도는 줄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계산 속도와 가결의 양은 대체로 비례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계산 
수행자 또는 산서 집필자가 계산 속도와 가결의 양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는 
결국 각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계산 속도와 가결의 양을 정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최적화된 수준은, 계산 속도와 가결의 양 중 한 가지의 변수만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라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정되어 정해지는 것이었
다.59) 

58) 안지재, 상명산법, 53. “商除者, 商量而除之也. 此一術亦兼九歸, 定身除, 歸除, 三法, 
旣通歸除, 不必學此. 但開方, 則必須商除, 故不可廢.”

59) 이런 상황을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한
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구단’을 공부하면서 × 까지 외우도록 교육받지만, 인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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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비대칭의 대칭화

[표1-1]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곱셈과 나눗셈에서 구체적인 셈법의 개수
가 불균형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휘산법에서는 곱셈이 세분화되어 월
등히 많았으나 상명산법에서는 오히려 나눗셈의 종류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시적인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곱셈이 먼저 발달된 후 나
눗셈이 발달되었다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단순한 종류의 비대칭 이외에도 ‘구일求一’이라는 방법의 명멸 과정을 
살펴보면 곱셈과 나눗셈의 비대칭적인 발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양휘는 원래 
‘구일’을 곱셈과 나눗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했다. 그의 ‘구일지
술求一之術’은 곱셈의 승수 혹 나눗셈의 제수인 법의 가장 앞자리 수가 1로 시작
하지 않는 경우 ‘1을 구하여[求一]’, 그래서 이미 발전되어 익숙한 형태의 ‘가법’
이나 ‘감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한 것이다.60) 그러나 ‘구일’의 방법
은 주세걸이나 안지재의 산서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되긴 했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었다. 주세걸은 구일법을 감법의 설명 안에 
포함시켜, “감법의 근원은 반드시 알아야하니 곧 ‘구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라”
고 하면서 구일법을 나눗셈과 관련해서만 설명했고, 안지재 또한 이 방법을 단지 
나눗셈의 한 방법으로만 설명했다.61) 현대 수학사학자인 이엄과 두석연은 “14세

생들은 × 까지 외우도록 교육받는다. 13단을 외우지 않은 계산 수행자나 13단을 
외운 계산 수행자나 모두 13이 승수로 참여하는 문제에서 같은 답을 낼 수 있겠지만 
13단을 외우지 않은 계산 수행자의 계산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60) 양휘에 의하면 ‘구일’의 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만약 곱셈의 ‘법’
의 첫 자리 수가 5, 6, 7, 8, 9인 경우 ‘법’을 두 배 하여 대신 10, 12, 14 등을 ‘가법’
을 적용한 후, 결과를 다시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법’의 첫 자리 수를 1로 바꾸어 ‘감법’을 적용한 후 결과를 다시 
두 배를 하면 된다. 둘째, 만약 ‘법’의 첫 자리 수가 2, 3 인 경우는 그 수를 반으로 나
눈다. 예를 들어 나눗셈에서 ‘법’이 32인 경우 반으로 나눈 16으로 대신 ‘감법’을 적용
하여 나누고, 나온 결과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곱셈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셋째, ‘법’이 4로 시작할 경우 그 수를 4로 나누어 사
용한다. 예를 들어 44를 곱해야 한다면 11을 대신 ‘가법’으로 곱하고 계산하여 나온 
결과에 다시 4를 곱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61) 주세걸, 산학계몽, 1404, “減法根源必要知, 卽同求一一般推.” 안지재, 상명산법,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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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엽에 귀제법이 탄생한 이후로 나눗셈의 구일법은 곧 도태되었다”라고 언급
함으로써 안지재의 시대 이전에 이미 ‘구일’은 곱셈과 나눗셈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눗셈의 일종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귀제’에 의해 대체되
고 있음을 암시했다.62) 결론적으로 ‘구일’은 곱셈에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다만 
나눗셈에서의 편의를 위해 근근히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학계몽과 상명산법에서 곱셈이 아닌 나눗셈에만 구결들이 급
격하게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곱셈과 나눗셈의 진화가 항상 동시에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휘의 나눗셈들은 속도 면에서 곱셈보다 항상 뒤
졌으며, 그 종류도 눈에 띄게 적었다. 양휘가 주되게 설명한 나눗셈인 ‘상제’는 
그 풀이과정에서 구구합수와 곱셈을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곱
셈에 종속된 듯이 보인다. ‘귀제’라는 흡족할 만한 방법의 발달은 늦게 시작되었
으며 두 자리 수의 단순나눗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일’과 ‘감법’을 붙여서 
사용해야만 했다. 양휘가 산서를 저술할 때의 ‘구일’ 방법은 원래 곱셈과 나눗셈
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후 곱셈인 ‘구일승법求一乘法’보다 ‘구일
제법求一除法’이 좀 더 오래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곱셈은 구일법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계산 속도가 올라갔지만 나눗셈은 구일법이라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계산 속도의 발전이 더뎠다. 이것은 나눗셈이 곱셈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의 한 
방증일 것이다. 
           이처럼 나눗셈의 발달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재는 상명산법
본문에서 6가지의 곱셈, 나눗셈의 계산법을 마치 각각 3개의 ‘쌍’을 이루는 것처
럼 설명하고, 동시에 당대의 다른 몇 가지 나눗셈 계산법은 그저 간략히 언급하
고 넘어감으로써 곱셈과 나눗셈이 마치 대칭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루었다. 안지
재의 용어에 의하면 ‘인법因法’과 ‘구귀九歸’, ‘가법加法’과 ‘정신제定身除’, 그리고 
‘승법乘法’과 ‘귀제歸除’라는 곱셈과 나눗셈의 쌍은 서로를 “사용하여 환원還元”하
는 관계였다.63) ‘인법’과 ‘구귀’는 법이 한 자리 수인 경우, ‘가법’과 ‘정신제’는 
법의 첫 자리 수가 1인 경우, ‘승법’와 ‘귀제’는 법이 두 자리 이상이되 그 첫 자
62)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45. 
63) 안지재, 상명산법, 13, 19, 25, 28, 36. “[因法]用九歸還元.” “[加法]用定身除還元.” 

“[乘法]用歸除還元.” “[九歸]用因法還元.” “[定身除]用加法還元.” “[歸除]用乘法還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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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가 1이 아닌 경우임을 기억한다면, ‘환원’이란 바로 어떤 곱셈을 한 후 나온 
답을 다시 나눗셈을 통해 ‘원래 문제에 등장했던 수’로 되돌려 보는 과정이거나 
혹은 그 역과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하나의 쌍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양
휘산법의 ‘가법’과 ‘감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양휘는 십수 가지
의 다양한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법을 설명하면서 유독 가법과 감법만을 한 쌍인 
것처럼 따로 떼어내어 설명한 바 있다. 더욱이 그의 어떤 구절들은 현대 수학사
학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특별히 하나의 쌍을 이루는 방법들인 것으로 추측하게
끔 했다. 예컨대 승제통변산보의 첫 부분인 “습산강목習算綱目”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있다. 

가법加法은 수를 키우고[生數] 감법減法은 그 수를 제거한다[去其數]. 가加
가 있으면 감減이 있으니, 무릇 감減을 공부할 때 반드시 가법加法의 문제
와 답을 가지고 고찰하면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64) 

즉 가법과 감법은 하나의 쌍으로서 수를 만들거나 줄이는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감법으로 문제를 풀면 반드시 가법으로‘만’ 다시 답을 역추적하여 그 ‘원源’
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지적했다. 
          람라이용은 가법과 갑법의 계산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가법과 감법의 
구체적인 포산 과정마다 놓이는 숫자들이 그 배열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반대 
방향(the reverse process)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65) 셤라는 비슷한 맥
락에서 손자산경의 곱셈과 나눗셈의 포산 과정이 동등한 배열들을 역순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면서 서로 어떤 우주론적(cosmological) 의미, 예컨대 음양陰陽
과 같은 어떤 한 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셤라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 포산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나눗셈을 “역 
곱셈(inverse multiplic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66) 
64) 양휘, 양휘산법, 875.  “加法乃生數也, 減法乃去其數也. 有加則有減, 凡學減必以加法

題答考之, 庶知其源.”
65) Lam Lay Yong, 앞의 책,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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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현대 학자들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양휘의 구절들을 자세
히 살펴보면, 이 가법, 감법이 아직 ‘대칭성을 가지지 못한 쌍’임을 알 수 있다. 
앞선 인용 구절에서 양휘는 “가加가 있으면 감減이 있다”고 했으나 “감減이 있으
면 가加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또 “무릇 감減을 공부하면 반드시 가법加法
으로써 대답을 만들어 고찰하라”고 말함으로써 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가를 공부
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반대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휘는 또 다른 저서인 
상해구장산법詳解九章算法(1261)의 서문에서 “산을 익히는[習算] 자라면 승법
乘法을 주主로 삼는다”라고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양휘가 두 계산 중 곱
셈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67) 특히 눈에 띄는 대목
은 양휘가 두 계산 중 곱셈을 한 후 나눗셈으로 ‘환원’해 볼 것을 지침으로 내린 
적은 없지만, 나눗셈을 한 후에는 반드시 곱셈으로 그 답이 맞았는지 환원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은 우리에게 양휘의 산서 이후 약 1세기 후에 저술된 
상명산법의 체제가 저자의 의도에 의해 특별하게 구성된 것임을 유념하게 한
다. 시각적 대칭성을 보였던 손자산경의 곱셈과 나눗셈 방법은 더 이상 진지하
게 언급되지 않았으며, 곱셈과 나눗셈의 각 쌍들 중 인법과 구귀, 승법과 귀제는 
그 포산 과정에서도 전혀 시각적 대칭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외워야 하는 구

66) 셤라는『손자산경』의 곱셈, 나눗셈의 포산 과정 외에도 양휘의 詳解九章算法
(1261)의 서문을 검토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무릇 산을 익히는
[習算] 자라면 乘法을 主로 삼는다. 法을 펼쳐놓을 때는 그 마땅함을 얻길 바라고, 자
릿수를 정할 때와 구구합수를 외울 때에는 어긋나지 않길 바란다. 나누어[除] 떨어지
지 않은[不盡] 것은 法을 分母로 삼고, 實을 分子로 삼아 번거로운 것[繁]은 약분을 
하고[約之] 다시 通分을 하면 ‘還源’한다. 이것이 곱셈과 나눗셈[乘除]의 모범이다.” 셤
라는 여기서 양휘가 곱셈(‘승법’)은 포산과 관련지어 설명한 반면, 나눗셈(‘제’)은 숫자 
자체의 정확성을 강조하여 설명했다는 점, 곱셈이 끝난 후 다시 나눗셈을 통해 원래대
로 돌아감(‘환원’)으로써 정확히 반대가 되는 포산 과정이 계속 되풀이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논의를 더 진행시키면서, 양휘가 “이것이 算法의 다한 
理이다”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여, 곱셈, 나눗셈이란 계산법이 陰과 陽, 易經에서의 의
미들, 우주론적(cosmological) 의미들을 내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했다. Chemla, 앞의 논문, 259-270. 양휘, 詳解九章算法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4), 759. “夫習算者, 以乘法爲主. 凡布置法者, 欲其得宜, 定
位呼數, 欲其不錯. 除不盡者, 以法爲分母, 實爲分子. 繁者約之, 復通分而還源. 此乘除之
規繩也.”“此算法之盡理也. 黃帝九章, 備全奧妙, 包括羣情, 謂非聖賢之書不可也.”

67) 양휘, 상해구장산법, 759. "夫習算者, 以乘法爲主." 위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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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들의 양도 서로 달라서 모든 곱셈은 구구합수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나눗셈들은 구귀결, 당귀결 및 기일법의 구결 등이 필요했다. 
          게다가 귀제의 방법은 그 과정에서 구구합수를 외우면서 곱셈을 지속
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곱셈이 기초 지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었다. 곱
셈의 모든 셈법에서는 나눗셈의 어떤 셈법도 알아야할 이유가 없지만 나눗셈을 
위해서는 곱셈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귀제는 곱셈에 종속된 방법
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쌍으로 제시된 이유는 다만 원래의 답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검산’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시각적 측면이나 알고리즘의 측면이나, 
혹은 먼저 알아야하는 사전 지식의 측면에서도 어떤 대칭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답으로 나온 것이 다시 원래의 문제에서의 숫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순환’의 개
념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지재는, 위의 3절의 마지막에
서 언급했듯이, 양휘산법과 산학계몽에서 곱셈을 시작할 때 실의 낮은 자리
나 실의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셈법들을 모두 통일하여 실의 낮은 자리에서부
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나눗셈의 셈법들이 모두 실
의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안지재의 의도는 어설프나마 
시각적 대칭성을 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유두승은 다른 곱셈처럼 통일될 수 없음에도 이런 제안을 기록한 사실 역시 그
가 대략적으로 곱셈이란 알고리즘의 통일 및 곱셈과 나눗셈의 대칭성을 강조하
려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그는 상제를 중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처리함으로써 
개방과의 관련성만 중요할 뿐 나눗셈으로서의 존재감을 없애면서 나머지 곱셈과 
나눗셈의 쌍들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안지재가 만들어놓은 셈법 간 환원을 매개로 쌍이 존재하는 구성, 비
록 시각적 측면이나 알고리즘의 측면, 제반 지식의 측면에서 어떤 실질적인 대칭
성이 없더라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술은 2부에서 설명
하겠지만 조선 후기 일부 계산 수행자들에게는 분명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 
영감은 곱셈, 나눗셈을 양과 음으로 보게 했으며, 이들의 환원을 통해 순환하는 
두 개의 쌍, 나아가 세 개의 묶음까지 상상하도록 했다. 이런 조선의 경우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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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전에, 2장에서는 단순나눗셈에서 개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천원술로 이어
지는 산목 계산의 또 다른 발전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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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목 계산법: 나눗셈과 개방, 그리고 천원술 

수학사학자들은 일찍부터 나눗셈이 개방법開方法 및 오늘날 일원고차방정식에 
해당하는 여러 계산법으로 발전하였음을 주목했다. 마츠로프는 “나눗셈의 하나의 
특별한 경우(a special division)”로 개방법이 발전하였으며, 이어 개방법으로부터 
“중국의 일반화된 방법(Chinese generalized [square and cube root extraction] 
techniques)”인 세제곱근, 네제곱근 등의 제곱근을 구하는 법 및 일원고차방정식 
해법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1) 이엄과 두석연은 중국 고대에는 일반적인 일원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해법을 모두 ‘개방법’이라 불렀다고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일반 방정식의 수치 해법이 모두 ‘개방開方’ 즉 ‘정사각형을 여는’ 방법에
서 추론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송원시대 수학자들은 중국 고대의 
개방법을 한걸음 더 크게 앞으로 진전시켰는데, 임의의 고차방정식의 개방문제를 
해결”했고, “더 나아가 임의의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 해법 문제를 해결
했다.”2) 니덤은 “한대漢代 학자들이 고대 중국 개방법을 발전시켰고, 송대宋代 
학자들은 [이를] 고차방정식의 풀이와 호너(Horner)의 방법까지 개발했”다고 평
가했다.3) 이때 니덤이 말한 ‘호너의 방법’이란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으로 불리
는 방법이다.4) 
          또한 니덤은 “구장산술九章算術에서 한대漢代 학자들이 제시했던 개
방법의 포산 과정을 재구성 해보면 나중에 송원시대의 천원天元의 표기법

1) Martzloff, 앞의 책, 221-222, 229.
2)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70. 
3) Needham, 앞의 책, 65-66. 호너 방법과 증승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Martzloff, 앞

의 책, 231-234;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75-176, Lam Lay Yong, 앞의 책, 267을 
참조하라.

4) 증승개방법 외의 각종 개방법을 ‘釋鎖開方法’로 부르기도 한다. 산학계몽 등에는 석
쇄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3장, 4장에서 다룰 18세기경 조선 산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
으므로 이 글에서도 석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글에 사용하는 증승
개방법이란 용어 역시 조선의 산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알고리즘 자체를 지칭하
기 위하여 필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석쇄개방법 및 증승개방법에 대해서는 “강
민정, “산대셈 개방법에 대한 산학정의의 독자적 성취: 어림수 배열법 개선을 통한 
증승개방법의 정련”,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1-6 (2018), 273-289 중 
274, 주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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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이 이로부터의 ‘자연스런 발달(natural development)’임을 알 수 있다”
고 기록했다.5) 마츠로프 역시 니덤의 견해를 받아들여 개방법과 천원술을 포산 
과정에서 행을 지칭하는 “표기법(notation)과 조작 과정(operational procedure)”
을 관찰하면 개방법과 천원술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
다.6) 나아가 그는 구장산술에 있던 ‘방정方程’, 즉 오늘날의 행렬 형태로 산목
을 나열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부터도, 다수의 세로열을 나열하는 특징을 착
안한 것이 천원술의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히기
도 했다.7)

          그러므로 이런 서술을 요약해보면 이들이 크게 두 가지 변천을 가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기초적인 개방법에서 송대에 일반적인 일원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인 ‘개방법’으로, 다시 임의의 일원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증승
개방법’이란 방법이 발전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역시 기본적인 개방식에서 시작
하되 다른 계산법의 알고리즘의 특징을 접목하여 ‘천원술’이란 방법으로 발전되
는 것이다. 이엄과 두석연은 어떤 방정식의 문제에서 “미지수를 설정하고 다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도록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이 
방정식을 풀어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이라는 두 과정을 분리한 후 이 중 ‘천
원술’은 첫 번째 과정에, ‘증승개방법’은 두 번째 과정에 속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두 과정의 관계를 정립했다.8) 2장에서는 이런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를 기본으로 
조선의 산학 연구자의 기본 산서였던 세 권의 송원대 산서에 출현한 ‘증승개방
법’ 및 ‘천원술’에 집중하여 그 셈법의 변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나눗셈과 개방법 

산목 계산법이 “나눗셈에서 개방법으로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할 경우 ‘나눗셈’은 
단순나눗셈 중 ‘상제’를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구귀’, ‘감법’, ‘귀제’와 
5) Needham, 앞의 책, 66.
6) Martzloff, 앞의 책, 262. 
7) 같은 책, 263.
8)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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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산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앞선 1장 4절에서 언급했듯이 안지재는 상명
산법에서 상제를 개방과 연관된 셈법으로만 다루었을 정도로 그 친연성은 눈에 
띄었다. 
           상제와 개방의 관련은 무엇보다도 개방의 구체적인 포산 과정에서 
각 행을 부르는 용어를 상제에서 파생한 명칭, 즉 피젯수는 언제나 ‘실’, 나머지 
제수들은 언제나 ‘법’으로 부여한 점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중국 산서 중 ‘개
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는 구장산술의 예를 살펴보자. 구장산
술의 본문은 최소한 전한前漢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 있는 주
注는 3세기 유휘劉徽에 의해 첨부되었다.9) 구장산술 “소광少廣”의 12번째 문
제에는 ‘개방’의 구체적인 포산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 [그림2-1]과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10)  
          [그림2-1]의 개방의 포산 과정을 상제의 경우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
면, 우선 상제처럼 피제수를 ‘실’, 제수를 ‘법’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상제와는 달리 가장 밑줄에 하나의 산목이 놓인다. 이 산목은 설명 
과정에서는 ‘차일산借一算’ 혹은 ‘차산借算’으로 표현되었으며, ‘하나의 빌려 놓은 
산목’ 정도를 의미했다.11) 이렇게 하나의 산목을 빌려 놓는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 계산 과정에서 이 산목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첫째, 적당한 시점에 계속 
뒤로 움직이며, 둘째, 뒤로 움직여진 자리에서 몫으로 추정된 수와 곱하여 ‘바로 
위의 부분’에서 법에 다시 더해지고 있었다. 즉 0의 자리에 산목을 놓지 않으므
9) 九章算術은 고대 동아시아 수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서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장산술과 그에 대한 유휘의 주에 대해서는 니덤, 이
엄과 두석연, 마츠로프 등을 참조할 수 있다. Needham, 앞의 책, 24-33; 이엄, 두석
연, 앞의 책, 56-84; Martzloff (1997), 127-136. 구장산술 본문 및 유휘의 주의 
전문은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차종천이 구장산
술 본문만 번역한 것이 유용하다. Karine Chemla and Guo Shuchun. Les Neuf 
chapitres: le classique mathématique de la Chine ancienne et ses commentaris. 
(Paris: Dunod, 2004); Guo Shuchun, Joseph W. Dauben and Xu Yibao, eds., Nine 
Chapters on the Art of Mathematics (Shenyang: Liaoning Education Press, 2013); 
차종천 주비산경, 구장산술 (범양사, 2000). 

10) 구장산술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4), 88-89. “今有積五
萬五千二百二十五步. 問爲方幾何.” “開方術曰, 置積爲實, 借一筭步之超一等. 議所得, 以
一乘所借一筭爲法, 而以除. 除已倍法爲定法. 其復除, 折法而下. 復置借筭步之如初, 以復
議一乘之, 所得副以加定法, 以除, 以所得副從定法. 復除折下如前.” 

11) 이엄과 두석연의 영문 번역자는 “carrying rod”로 해석했다. Li and Du, 앞의 책,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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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구장산술』에서 ‘개방’  의 값의 풀이 과정의 현대적 재구성. 최초 
포산 과정에서 ‘실’ 55225와 ‘차산借算’ 1만이 놓이며, 중간 과정에 세 번째 행에 놓인 2
는 ‘법’, 4는 ‘정법定法’으로 이름이 변환되고 가장 마지막에는 ‘의議’(몫)인 235만 남게 
된다. 포산 과정 밑에 쓰인 ‘퇴退’의 과정은 ‘실’ 이하의 모든 행의 산목을 ‘뒤로 미루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행을 위에서부터 ①,②,③,④로 표시
했으며 각 그림의 밑에는 그 과정에 적용된 조작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①×④→③’은 
①행의 숫자와 ④행의 숫자를 곱하여 ③행의 위치에 ‘더하여’ 놓는 조작을 표시하며 ‘①×
③→-②’는 ①행의 숫자와 ③행의 숫자를 곱하여 ②행의 숫자에 ‘빼서’ 놓는 조작을 표시
한다. 이때 ‘뺀다’는 조작은 산서의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뺀다’는 표현이 나온 경우
에만 표시한다. 이하 모든 포산 과정의 재구성은 동일한 표기를 따른다.]

로 자릿수가 헷갈릴 경우에 대비하여 계속 움직이되, 동시에 몫을 반영하여 법의 
수를 계속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12) 
          3세기경 유휘는 이 개방의 포산 과정에서 각 행의 이름을 조금씩 바
12) 현대적인 수학 용어로는 이차항 의 계수 1이다. 개방법에서 두 자리씩 뒤로 움직이

고, 개입방법에서는 세 자리씩 뒤로 움직이는데, 이는 현대 수학적 방법에서 자릿수를 
정하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개방법에서의 우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
민정, 앞의 글, 245; 이엄, 두석연, 앞의 책,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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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18세기 대진戴震이 유휘의 주를 재
구성해서 구장산술에 첨부한 그림.  
  를 푸는 과정을 재구성. 구장산술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
사), 1994), 93.]

꾸면서 동시에 기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특정수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
서 그 수를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은 한 변의 길이가 된다. 답으로 
나올 수의 10의 자리를 , 1의 자리 수를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부분, 유휘가 ‘방方’이라 명명한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기역자 모양의 
부분에서 다시 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부분, 유휘가 ‘염廉’이라 명명한 부분을 
두 개를 제거하고, 남은 작은 정사각형 부분  , 유휘가 ‘우隅’라 명명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마친다. 유휘의 그림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를 성실하게 복원한 대
진戴震(1724-1777)의 [그림2-2]와 같은 그림을 살펴보자. 우선 복잡함을 피하
기 위해 이 그림에서 가장 큰 정사각형 안의 작은 정사각형 부분만을 생각해보
자. 즉 가느다란 ㄴ자를 빼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정사각형 안에 오른쪽 위의 
‘방’, ㄴ자로 붙어있는 두 개의 ‘염’, 그리고 왼쪽 아래의 ‘우’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유휘가 붙인 이름은 모두 사각형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용어
였다. ‘방’은 흔히 정사각형의 모서리나 정사각형 자체를 뜻했으며, ‘염’은 방의 
양 옆에 붙은 직사각형, ‘우’는 꼭지점 옆 모서리를 두 개 포함한, 구석의 작은 
정사각형을 뜻했다. 대진의 그림을 앞의 포산 과정과 연결해보면, 중간에 “‘법法’
을 두 배 하라”는 명령이 바로 ‘염법’이 2개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현대 용어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에서 2를 곱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대진의 그림은 하나 더 작은 수인 , 예를 들어 0.1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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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양휘산법의 “전묘비류승제첩법”에서 ‘개방대종단수초도開方帶從段數草圖’와 
‘개방열위도開方列位圖’, ‘상제일위수도商第一位數圖’, ‘상제이위수도商第二位數圖’의 예.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진 그림으로, 오른쪽의 ‘개방대종단수초도’는 두 개의 직사각형으
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마치 [그림2-2]의 대진의 그림처럼 개방의 기하학적 근거를 나타
낸다. 물론 여기서 양휘의 설명은 구장산술에서처럼 정사각형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개방하는, 일반적인 일원이차방정식의 예이다. ‘개방열위도’는 ‘상제일위수도’, 
‘상제이위수도’로 이어지면서 산목의 배열 형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양휘산법, 
156-157.] 

리에 숫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가느다란 ㄴ자 부분에서 으로 ‘우’
를, 다시 두 개의 ‘염’으로  가 더해진 상태이므로 현대 용어로는  
         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개방’의 과정에 붙었던 명칭은 포산 과정에서는 곧 하나의 행을 
가리키는 용어, 즉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할 경우 ‘계수’에 해당하는 용어로 발전
했다. 예를 들어 [그림2-3]은 13세기 양휘가 다룬 ‘개방’을 정리한 그림으로, 첫 
번째 포산 과정의 현대적인 식은     이다. 이때 최초의 포산 그림인 
‘개방열위도開方列位圖’에서 첫 번째 의 계수인 1은, 구장산술의 설명에서는 
‘차일산借一算’, 즉 ‘빌린 산목 하나’를 뜻했었지만 이제는 가장 밑에 놓여 ‘두 모
서리의 구석’을 뜻하는 ‘우’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2는 ‘종방從方’,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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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옆에 붙어 있음’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불렸다.13) 마츠로프의 지적에 의하면, 
이미 7세기 왕효통王孝通은 이와 같은 ‘우’ ‘염’, ‘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일원
삼차방정식의 경우 의 계수인 1을 ‘우隅’, 의 계수를 ‘염법廉法’, 의 계수를 
‘방법方法’이라 불렀다.14) 
          마츠로프에 의하면, 최소한 13세기경까지는 이런 ‘이차원’ 직사각형에
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용어가 확장되고 일반화되어 ‘고차원’의 ‘개방’에까지 적
용되었다. 임의의 차 방정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인 의 계수는 ‘우법’, 그리고 
가장 낮은 차수의 의 계수는 ‘방方’으로 불렸으며 나머지  에서 까지의 
계수는 위에서부터 ‘상렴上廉’, ‘이렴二廉’, ‘삼렴三廉’, ‘사렴四廉’, …, ‘하렴下廉’ 
등으로 포산에서의 행의 위치에 따라 이, 삼, 사 등의 숫자들을 붙여서 지칭되었
다고 언급했다.15)  
           이렇게 이차원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어가 고차원으로 확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츠로프도 지적했듯이 비록 각 행을 지칭하
는 용어가 ‘방’, ‘염’, ‘우’ 등의 용어를 유지했음에도 사각형이나 모서리 등과 같
은 기하학적 의미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즉 사각형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하
는 ‘개방’이란 과정에서 발생한 용어를 사용하되 기하학적 의미를 제거하고 자유
롭게 3차, 4차, 5차 등의 고차방정식처럼 보이는 ‘개방’에까지 확장된 것이었다. 
이때 ‘개방’이란 용어가 오늘날 현대 한국어에서 가 주어질 때 가 무엇인지, 
즉 다만 제곱근을 찾는 연산 과정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것과는 다름을 유의하
자. 고대 동아시아 산서에서 ‘개방’의 외연은 오늘날의 제곱근뿐만 아니라 그 이
상의 삼제곱근, 사제곱근 등과 같은 종류, 그리고 오늘날의 일원이차방정식처럼 
보이는 모든 종류의 것까지 포괄했다.16)

13) 강민정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從”은 세로를 의미하는 “縱”과 통용자로 쓰였으며, 
세로쓰기 문화에서 직사각형은 흔히 위아래로 길게 그렸으므로 직사각형의 긴 변이 세
로변이 되었고, [그림2-3]처럼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부분 중 세로 변과 
연결된 사각형을 종방으로 지칭한다고 한다.

14) Martzloff, 앞의 책, 229-230.
15) 같은 책, 229-230.
16) 필자가 “오늘날 일원이차방정식처럼 ‘보이는’”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오늘날의 방정식

에서처럼 “=0”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6장에서 19세기 조선 
이상혁의 산서를 논의할 때 두드러지게 증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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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휘가 양휘산법 중 “전묘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에서 공들
여 설명한 ‘개방’ 역시 협소한 제곱근풀이, 즉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이차방정식의 풀이로서의 ‘개방’이었다. 그는 우선 11세기 유익劉益
이 저술한 의고근원議古根源에서 가져온 직전直田의 문제로 산서를 시작할 것
임을 밝혔다. 

직전直田의 길이와 너비를 상승相乘하는 것은 삼라만상에서 똑같으니, 중산
中山 유익劉益선생이 의고근원議古根源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구체적인 
경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계산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
오면 직전[뿐]”이라고 했다. 대개 직전은 모든 쓰임새에 적용할 수 있어서,  
이 설說이 있는 것이니, 모든 문파의 산서가 직전을 가장 첫째 문제로 삼는 
것 역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17)

[그림2-3]에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직전直田, 즉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서 작은 
사각형으로 해체하는 ‘개방’의 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림2-2]
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협소한 ‘개방’은 정사각형을 작은 사각형들로 나누는 
것임에 비해 [그림2-3]의 양휘의 ‘개방’은 직사각형을 작은 사각형들로 나누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휘는 본문에서 모두 여섯 종류의 개방, 즉 ‘대종개방帶從開方’, ‘익
적개방益積開方’, ‘감종개방減從開方’, ‘익우益隅’, ‘감종減從’, ‘번적飜積’을 소개했
는데 이 모든 문제들의 첫 문제는 직전과 관련된 형식으로 주어졌다. 예를 들어 
그가 대종개방의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한 것은 직전에서 넓이와, 길이와 너비의 
차이가 주어진 경우의 풀이방법이다. 

직전의 넓이가 864보이고 다만 너비가 길이에 12보 미치지 못 한다고 한
다. 너비는 얼마인가? 
답: 24보.

17) 양휘, 양휘산법, 126. “直田長闊相乘, 與萬象同. 中山劉先生益, 議古根源序曰, 入則諸
門, 出則直田. 蓋直田能致諸用, 而有是說, 諸家算經, 皆以直田爲第一問, 亦默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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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적積(864)을 실實로 놓고, 미치지 못한 보步(12)를 종방從方으로 놓고 
‘개평방제지開平方除之’한다. 18)

양휘는 이 문제 옆에 [그림2-3]처럼 두 가지의 그림, ‘초도草圖’와 ‘개방열위도
開方列位圖’를 덧붙였다. 이 중 ‘초도’는 마치 유휘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넓
이를 쪼개는 방법으로 ‘대종개방’의 기하학적 근거를 덧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어지는 ‘개방열위도’는 포산 과정을 시간차에 따라 세 개로 쪼개어 나타내 
준 것이다. 이를 참고로 대종개방을 포함하여 다른 개방 방법에 대한 포산 과정 
및 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대종개방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 문제는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
현한다면, 를 너비라고 했을 경우 일원이차방정식인     를 풀어내
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실’, ‘종방’, ‘우[산]’의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계수들을 늘어놓으면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우를 두 자리, 종방을 한 자
리 앞당긴 후, 처음 몫으로 나올만한 ‘초상初商’을 추정한다. 여기서는 20을 ‘초
상’으로 추정한 후 몫, 즉 상의 자리에 그 수를 놓는다. 이후 상(20)과 우(1)를 
곱하여 세 번째 줄, 즉 ‘방법方法’(20)을 새롭게 만든다. 이 방법(20)과 원래 종
방(12)을 더한 후 다시 상과 곱하면 640이 나오는데 원래 실이었던 864에서 빼
면 실에는 224만 남게 된다. 이후 방법에 2를 곱한 후 한 자리 뒤로 밀고 ‘염廉’
이라고 다시 명명하며, 종방을 한 자리 뒤로 밀고 밑의 우를 두 자리를 뒤로 민
다[退]. 지금까지가 ‘초상’을 추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상의 다음 자리인 ‘차
상次商’을 추정한다. 여기서는 4를 ‘차상’으로 추정한 후 차상(4)을 우(1)와 곱하
여 다시 염의 자리에 원래 있던 것과 더해 놓는다. 즉 44가 염으로 만들어진 셈
인데, 이 수에 종방(12)을 더한 후 다시 ‘차상’과 곱해서 남아 있던 실(224)에서 
뺀다면 0이 남게 되고, 이로써 원하는 답을 24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풀이 과정을 앞의 구장산술의 풀이 과정과 비교하면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제곱근풀이 과정에서 가운데 법에 해당했던 한 행이 

18) 양휘, 양휘산법 (쓰쿠바대학 소장본), 156. “直田積八百六十四步, 只云闊不及長一十
二步. 問闊幾步. 答曰, 二十四步. 術曰, 置積爲實, 以不及步爲從方, 開平方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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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행은 각각 ‘종방’으로 문제에서 주어
졌던 부분과 ‘방법’과 ‘염’으로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행임을 알 수 있다. 이 특징
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실을 제외한 나머지 행들에서 하나의 행을 두 세 개로 
늘리거나 혹은 반대로 두 세 개로 늘어난 행을 하나로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면
서 개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대종개방’ 외에 이어지는 풀이들을 보면 ‘부우負隅’, ‘부종負從’
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부수가 개방식에 나타나는 최초의 예들이다. 부수는 
언뜻 보기에는 오늘날의 음수와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다만 계산상의 역할
만 주어질 뿐이며 정수正數를 만났을 때 ‘서로 더하면 빼고, 빼면 더하라’라는 기
본 규칙을 준수하는 표기법에 불과하다.19)             
          개방에서 부수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
해 우선 이 6가지나 되는 개방의 대략의 얼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방
법들은 몫으로 추측한 상을 우, 종방, 염과 곱한 후 실의 자리나 혹은 방법의 자
리에 ‘놓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놓는’ 과정에 원래 있던 수에 
새로 생긴 수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서 놓는 것인지, ‘빼는’ 과정을 거쳐서 놓는 
것인지의 여부가 6가지 개방들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
소이다. 예컨대 우를 초상에 곱한 후 방법에 더해야 한다면 ‘대종帶從’, 빼야 한
다면 ‘감종減從’이 되는 것이며, 간혹 실 자체에 절대값을 더해서 실을 크게 만든
다면 ‘익적益積’, 그 실이 부에서 정으로 변한다면 ‘번적飜積’으로 불리게 되는 것
이다. 
          사실 이 여섯 가지 방법에서 초반 세 문제와 후반 세 문제는 모두 동
일하다. 즉 앞의 문제들은 “직전直田의 면적이 864이고 너비[廣]와 길이[縱]의 
차가 12라는 것을 알 경우 너비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뒤의 세 문제는 “직
전의 면적이 864이고 너비와 길이의 합이 60인 경우 너비와 길이를 구하는” 문
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너비나 길이 중 긴 것을 구할지, 짧은 것을 
구할지, 혹은 12를 그냥 종방으로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수를 의미하는 부종
으로 놓아야 하는지, 60을 종방로 놓을지, 부종負從으로 놓을지, 혹은 1을 우법
19) 정수와 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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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양휘산법의 “전묘비류승제첩법”에 등장하는 여섯 가지 ‘개방’ 의 현대적 재구
성. [그림2-1]과의 비교를 위해 ‘부우’ 및 ‘부종’, ‘부적’ 등의 ‘부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 앞에 ‘–’를 붙이지 않았으며 ‘뺀다’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에만 ‘-②’, ‘-③’
의 표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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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놓을지 부우負隅로 놓을지 등에 따라 그 풀이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
므로 양휘가 제시한 개방의 풀이법은 계산 수행자가 최초의 포산 과정에서 이미 
너비나 길이 중 어떤 것을 먼저 구할지 예상한 후 이 여러 종류 중 적합한 하나
를 골라서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2. 증승개방법: 덧셈과 곱셈의 반복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특징, 즉 법이 차지하는 행이 늘어나는 점과 부수들이 등
장하기 시작한 점은 증승개방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방법으로 가는 과도기
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이었다. 증승개방법의 완전한 형태는 1247년 출간된 진구
소秦九韶의 수서구장數書九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날의 루피니-호너
(Ruffini-Horner) 방법이라 불리는 방법과 수학적으로 동일하다.20) 앞에서 언급
했듯 현대 수학사학자들은 유럽에서 19세기나 되어서 발명된 루피니-호너 방법
이 이미 600여년 전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사용되었다는 데에 찬
탄을 금하지 못했다.21) 진구소 스스로도 이 방법을 만족스럽게 여겨 종종 “영롱
개방玲瓏開方”이라면서 아름답고 찬란한 옥의 소리와 광채에 이 개방법을 비유했
을 정도였다.22) 
           증승개방법은 ‘증승增乘’이란 용어가 ‘더하고 곱한다’라는 뜻이듯이 
개방의 모든 과정을 ‘더하고 곱하는’ 두 과정으로만 정리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
여 앞에서 언급한 구장산술의 개방을 풀면 [그림2-5]와 같으며 현대 수학식
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 수서구장이 서술된 역사적 배경 및 증승개방법의 가장 자세한 해석으로는 Ulrich 
Libbrecht, Chinese Mathematics in the Thirteenth Century (Cambridge, MA: MIT 
Press, 1973). 

21) 니덤, 앞의 책, 127-128;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76; Marzloff, 앞의 책, 230-249.
22) Librecht, 앞의 책,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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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구장산술에 등장하는 ‘개방’의 첫 문제  의 답을 증승개방법을 사용
하여 풀 경우의 현대적 재구성. [그림2-1]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증승개방법의 설명에는 
어떤 수들을 ‘곱한’ 후 어떤 행에 ‘더한다’라는 조작 과정만 반복되므로 ‘②’, ‘③’등에는 
‘-’가 붙지 않으며 항상 ‘더해서’ 놓는다. 이런 반복을 위해선 숫자들 자체가 정수나 부수
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구성한 그림에도  ‘–55225’, ‘-15225’, ‘-2325’ 등의 표
시만 있게 된다.] 

이때,    ,     ,     이다. [그림2-5]에서 최초의 포산
을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라는 몫의 백 자리 수를 200으로 
상정하고    을 기준으로 다시 식을 정리하면     가 된
다. 이때 계수들이 [그림2-5]의 첫 번째 줄의 가장 마지막 포산 그림에 등장한
다. 다음으로 의 십 자리 수를 30으로 상정한 후      을 기준으로 식
을 정리하면     가 된다. 이때 계수들이 [그림2-5]의 두 번째 줄
의 가장 마지막 포산 그림 속에서 등장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 결국 원하
는 몫, 235을 얻게 된다. 
           또한 양휘의 대종개방 중 앞에서 설명한 [그림2-4]의 첫 번째 문제
를 증승개방법으로 풀면 [그림2-6]과 같다. 이 과정 역시 현대적인 수학 용어로 
푼다면 우선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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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양휘의 “전묘비류승제첩법”의 대종개방     를 증승개방법을 사용
하여 풀 경우의 현대적 재구성. [그림2-4]의 첫 번째 경우와 비교해 보라.] 

                        
   

        

 

이때,    ,     가 된다.  
           이것을 루피니-호너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정리해본다면  
       가 되며, 만약 몫의 초상初商인 20을 에 대입
한다면,       로 포산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의 끝에
서 두 번째 그림에 몫이 20이고 32, -224 등의 숫자들이 계수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앞 절에서 언급한 두 특징이 증승개방법에 어
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특징을 통해 지적했듯 양휘의 개방
에서 두 행이었던 것이 하나의 행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각 행
은 밑에서부터 각각 의 계수, 의 계수, 실에 해당하는 숫자에 하나의 행만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최소의 행만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으로 지적했듯 계수들을 적절하게 부수로 처리
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다만 ‘더한다’는 과정으로 통일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와 [그림2-6]에서 추정한 몫과 어떤 수를 곱하여 바로 그 윗줄에 더하고, 
더하여 얻은 새로운 수를 다시 몫과 곱하여 그 윗줄에 또 다시 더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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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나사림의 사원옥감세초四元玉鑒
細草(1834)의 ‘고법칠승방도古法七乘方圖’. 
주세걸의 사감옥감(1303)을 복원하면서 
주석을 붙인 나사림의 사원옥감세초에 있
는 그림이다.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인민출판사, 1994), 1470.]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조작이 간소해진 것이다. 3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런 조작
의 과정이 조선 산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증승개방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의할 사실은 구장산술의 개방 
및 개입방開立方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구장산술의 개방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을 알고 중간 과정에 법을 2
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세제곱근에 대한 개입방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미          을 알고 중간 과정에 ‘법法과 ‘중中’이라
는 행을 3배하는 과정이 삽입되었다.23) 그러므로 증승개방법이 사용되기 이전에
는 모든 고차 제곱근을 구하려면 완전제곱식의 계수에 대해 이미 숙달하고 있어
야만 했다. 이것이 오늘날 흔히 “파스칼의 삼각형(Pascal's triangle)”으로 불리는 
[그림2-7]과 같은 그림들이 송원대의 산서에 등장하게 된 배경일 것이다. “파스
칼의 삼각형”이 최초에 사용된 사례로는 11세기 북송北宋의 가헌賈憲을 꼽을 수 
있지만 남은 저서는 없고 대신 후대의 그림만 현존한다.24) 
23) 구장산술 “소광”의 22번째 문제에 풀이과정이 있다. 구장산술, 85-91을 참조하

라.
24) 니덤, 앞의 책, 147;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77-178. 조선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사용된 예는 3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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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증승개방법에서는 법에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는 
과정이 ‘곱하고 더하는’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되풀이하거나 ‘세 번’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므로 증승개방법은 최초 포산 과정에서 산목들을 최소
의 행을 점유하도록 펼쳐 놓고 그저 행들을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의 행이란 현대의 고차방정식처럼 생각할 경우 
미지수의 차수에 하나를 더한 수만큼의 행, 예를 들어 3차방정식일 경우는 4개
의 행만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더하고 곱하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산목을 늘어놓는 최초의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정수, 부수의 표
현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요컨대 증승개방법은 가장 최소의 공간을 활용
하되 부수와 정수를 적절히 늘어놓기만 한다면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반복함으
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그러므로 [그림2-4]에서처럼 어떤 종방
은 더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어떤 염은 더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순서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모든 일원고차방정식에서 일관
된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조선 산원의 교과서인 산학계몽
에서는 특히 각 행의 명칭이 통일되어 실 이하 모두 ‘방법’, ‘염법’, 그리고 ‘우
법’ 등으로 ‘법’을 일관되게 붙였다.25) 이런 명명은 주세걸의 증승개방법에 더 세
련된 통일감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천원술: 정제된 모습과 예외

 “천원天元”. ‘하늘의 근원’ 혹은 ‘하늘의 원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용어는 
사실 수학보다 다른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중국의 역법曆法에는 달력의 기
산점인 ‘역원曆元’을 “천원”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바둑에서는 바둑판 가장 가운
데의 점을 뜻했다.26) ‘천원’이란 용어가 시간의 시작 순간, 혹은 공간의 중심을 

25) 주세걸은 산학계몽의 마지막 장인 “開方釋鎖門”에서 총 34개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첫 번째,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에서 구장산술과 동일한 ‘개방’ 풀이방법을 제시한 반
면 두 번째, 세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증승개방법’으로 ‘개입방’ 풀이방법을 제시
했다. 

26) Martzloff, 앞의 책,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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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듯이 수학에서 역시 ‘천원’이란 용어는 산목 계산이 시작되는 공간적, 시간
적 시작점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학자들이 ‘천원술’이라 말하는 이 산법은 그 최초의 등장 사
례에서는 모두 ‘입천원일立天元一’이란 표현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원’
을 단순히 현대의 미지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변수,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너비 
따위를 ‘천원’이란 미지수로 삼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산
목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곳을 ‘천원’으로 부르며 산목 하나를 놓는
다는 표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송원시대의 천원술을 다루는 산서에도 
‘입천원일’이란 표현만 있으며, 이는 15세기 조선에서 작성된 교식통궤交食通軌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에서 ‘천원술’이란 명칭이 명시되는 것은 3장에 후술
할 18세기 홍정하洪正夏의 산서에서부터이다.   
           입천원일로 시작하는 셈법이 중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산서들은 모두 13세기 
저술이며 그 이후에는 같은 셈법이 18세기에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송원宋元 시대에 가장 성숙한 형태의 천원술이 발전되었다는 데
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27) 천원술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산서는 모두 네 가지
로 주세걸의 산학계몽(1299)과 사원옥감四元玉鑑(1303), 이야李冶
(1192-1279)의 측원해경測圓海鏡(1248)과 익고연단益古演段(1259)에 불
과하지만, 서문이나 동시대 다른 글에 의하면, 장주蔣周의 익고집益古集, 이문
일李文一의 조담照膽, 석신도石信道의 검경鈐經, 유여해劉汝諧의 여적석쇄
如積釋鎖와 원유元裕의 여적석쇄세초如積釋鎖細草 등과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에는 왕성하게 실행되었던 산술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28) 
특히 이엄과 두석연은 이야, 주세걸을 비롯하여 천원술과 관련하여 거론된 학자
들의 활동 반경이 모두 지금의 산서성山西省과 하북성河北省에만 집중되어있다

27) 천원술의 등장 시기를 가장 앞선 시기로 비정한 수학사학자들의 순서로 그들이 추정
한 시기를 거론한다면, 마츠로프는 11세기 경, 니덤은 12세기 경, 그리고 이엄과 두석
연은 13세기 초반으로 천원술의 등장을 추측했다. Martzloff, 앞의 책, 259;  
Needham, 앞의 책, 41;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95. 

28)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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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 산술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했다.29) 그러므로 중국
에서의 천원술은 협소한 지역에서, 1-2세기 정도의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
행되었다가 사라진 계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천원술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봐야 할 산서는 주세걸의 산
학계몽이다. 이 산서는 앞서 말했듯이 조선 산원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천원술을 다룬 나머지 중국 
산서들, 익고연단이나 측원해경, 사원옥감은 모두 18세기 중반에서 19세
기, 중국에서의 고증학 열풍을 거쳐 복원된 후 조선에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된
다. 
            우선 주세걸이 산학계몽에서 천원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알아보
자. 본문에서 천원술이 등장하는 것은 산학계몽의 가장 마지막 장인 “개방석쇄
문開方釋鎖門”이었다. 이 장의 총 34문제 중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7번째 문제까
지는 단순한 개방을 위한 제곱근, 세제곱근 풀이였으며, 8번째 문제 이후 끝까지 
천원술을 적용하는 과정만 나오고 구체적인 개방은 다루지 않았다. 천원술이 처
음으로 등장하는 8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그림2-8])  

지금 직사각형 밭이 있는데 면적은 8.55묘이다. 다만 길이와 너비의 합이 
92보라고 한다면, 길이와 너비는 각각 얼마인가?
답: 길이 38보. 너비 54보. 
술: 천원 하나를 세워[立天元一]   


  너비로 삼는다. [문제에서] 말한 

수[云數](92보)에서 빼고 남는 것이 길이이다. [길이에] 너비를 곱하면 넓

29) 이 수학자들이 태어나거나 활동한 곳으로 밝혀진 지방은 다음과 같다. 朱世傑은 지금
의 北京, 李冶는 欒城으로 지금의 山西지방이며, 蔣周는 平陽으로 지금의 산서지방이
고, 李文一은 博陸으로 지금의 河北지방이고, 石信道는 鹿泉으로 지금의 하북지방, 劉
汝諧는 平水로 지금의 산서지방, 元裕는 絳으로 지금의 산서 지방에서 태어나거나 활
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의 하북성과 산서성은 太行山의 오른쪽, 왼쪽 지역으로 원
대(1271-1368)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이엄과 두석연은, 천원술
의 발달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달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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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산학계몽 “개방석쇄문” 8번째 문제로 처음 천원술이 등장하는 문제. 산학계
몽, 1374]

이[積] 


 

가 되니, 왼쪽에 놓아둔다[寄左]. [문제에 주어진] 묘수를 배

열하고 [묘법 240을 곱하여] 보 [단위]로 환산하여[通] [2052를 얻고] 왼

쪽에 놓아둔 것과 서로 빼어 없애면[相消] 개방식 
 

 

을 얻는다. 

[이] 평방을 풀면[平方開之] [답으로] 너비를 얻는다. [길이와 너비의] 합
(92보)에서 너비를 빼면 길이가 된다. 문제에 부합된다.30)

          이 풀이과정을 [그림2-9]에서처럼 생각해보면 천원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과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입천원일立天元一’, 즉 
‘천원天元’이 무엇인지 세우는 것으로 오늘날의 표현에 의하면 미지수 를 정하
30) 주세걸, 산학계몽, 1374. “今有直田, 八畝五分五釐. 只云長平和得九十二步. 問長平各

幾何. 答曰, 平三十八步. 長五十四步. 術曰, 立天元一爲平  以減云數, 餘爲長, 用平乘

起爲積  寄左. 列畝通步, 與寄左相消, 得開方式   平方開之, 得平. 以減和步, 卽長, 
合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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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산학계몽 “개방석쇄문” 8번째 문제의 현대적 재구성. 위는 ‘천원일’을 세우고 
‘천원일’이 포함된 식을 세워 ‘왼쪽에 놓는[寄左]’ 과정 ①과 상수인 실을 찾는 과정 ②로 
되어 있으며 아래는 위의 ①, ②를 왼쪽, 오른쪽에 놓고 ‘서로 빼는[相消]’ 과정이다. 이 
과정의 가장 끝에 나온 산목이 놓인 배열을 그대로 ‘개방식’이라 불렀다.]

는 과정이다. 이 문제에서 미지수 는 직사각형 밭의 너비에 해당한다. 두 번째 
과정은 ‘천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에 주어진 적절한 조건들을 모두 이용하여 
조작을 가하는 과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너비 와 길이  를 곱하여 넓이
를  로 표현했으며, [그림2-9]에서는 ①의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한다. 두 
번째 과정은 주로 미지수를 포함하여 문제에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관계들을 포
산을 통해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 부분에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천원’, 즉 미지수로 표현된 어떤 열을 
“기좌寄左” 즉 “왼쪽에 놓아둔다”는 표현으로 끝낸다. 세 번째 과정은 “왼쪽에 놔 
둔” 열과 ‘수학적으로’ 같은 값, 흔히 “적積”, “적수積數”로 불리는 값을 찾는 과
정으로 여기서는 면적 8묘畝 5분分 5리釐, 즉 2052보步라는 상수를 찾음으로써 
해결된다.31) 네 번째 과정은 “왼쪽에 놔 둔” ①과 오른쪽에 상수로만 이루어진 
②를 “상소相消” 즉 “서로 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①과 
②는 반드시 ‘수학적으로 동치’(equivalance)를 이루어야 하며 이 둘을 뺌으로써 
결론적으로 “개방식開方式”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네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 즉 천원일을 세우고 최종 개방식을 얻

31) “적”이란 표현 이외에도 산서에 따라 “如積數”, “積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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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까지가 천원술이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식을 푸는 것은 단순히 “이 
식을 개방하라”는 지침만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현대적인 의
미에서의 일원이차방정식의 풀이, 즉 그 해를 구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과는 
다르다. 천원술은 개방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현대 수학의 용어로 표현한다
면 일원고차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네 과정을 
모두 포함한 천원술이 바로 18세기 고증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연구되던 
천원술이며, 현대 학자들이 흔히 중국 수학의 위대한 업적으로 칭찬할 때의 천원
술이다. 우리는 이 계산 과정이 산서에 정제된 형식으로 적혀있으며, 동시에 송
원시대에 발전된 마지막 세련된 형태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제된’ 방법이라 부르
도록 하자.           
           산목을 조작하는 포산 과정으로 천원술을 재고하여 보면, 천원이 공
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8]과 같이 산
서에 “천원 하나를 세워[立天元一]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산목을 조

작하는 경우 0의 자리에는 어떤 산목도 놓이지 않으며 천원술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의 산목을 놓음으로써 시작할 뿐이다. 
          산서에 기록한 포산 그림을 보면 천원이 나타내는 계산의 시작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포산 그림을 기록할 경우에는 천원의 자리를 명확히 표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천원의 자리를 알리기 위해 0 옆에 “태
太”라는 문자를 첨부하거나([그림2-8]), 혹은 에 해당하는 1 옆에 “元”을 붙이
는 경우가 있었다. 원을 사용하든 태를 사용하든 그 역할은 [그림2-9]에서 ①과 
②를 상소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자리를 정해주기 위함이 분명
하다. 물론 ‘원’이나 ‘태’라는 문자는 텍스트에서 기록되는 과정에서만 확인되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위치를 나타내
어 계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13세기 중국 산서 중 이렇게 정제된 형태가 아니면서 ‘천원’
이 기록된 예는 진구소의 수서구장(1247)에서 한 차례 나온다. 진구소는 남쪽
인 사천四川 지방 출신으로 이야나 주세걸과는 동시대인이었음에도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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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곳에서 활동했으며 산서에서도 서로의 영향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
적으로 교류는 물론 서로의 저서를 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32) 그
럼에도 수서구장에서 ‘대연大衍’이란 오늘날의 부정방정식과 흡사한 산법을 다
루면서 “천원 하나를 세웠다”라는 언급이 한번 등장한다.33) ([그림2-10]) 대연
의 방법 중 1,2,3,4의 최소공배수를 찾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목을 배치하면서 시작한다. 이때 진구소는 왼쪽 열의 4개의 1을 
모두 천원이라 불렀다. 

                    
 
 
 
 

이후 왼쪽 열중 하나의 1과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들 중 3개를 곱하는데, 그 
결과를 ‘호승互乘’이란 과정을 통해 찾는다. 호승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열을 곱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왼쪽 위의 1과 오른쪽의 2,3,4를 곱하고 왼쪽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1과 1, 3, 4를 곱하는 것이다. 호승 과정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다음
과 같은 산목 배치가 남게 된다. 
   

                   
 
 
 
 

현대 수학사학자들은 진구소의 위와 같은 천원 사용을, 앞선 정제된 천원술과 다
르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은 예외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34) 그러나 이때 ‘천

32) Ho Peng Yoke, 앞의 책,  96;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62-165. 
33) 진구소의 대연술에 대해서는 Libbericht, 앞의 책을 참조. 
34) Ho Peng Yoke, 앞의 책, 96; Charlotte Pollet and Ying Jia-Ming. “One Quadratic 

Equation, Different Understandings: the 13th Century Interpretations by Li Ye and 
Later Commentari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30 (2017), 137-162 중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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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진구소의 수서구장의 “대
연” 문제 중 하나. 왼쪽에서 세 번째 줄에 
‘입천원일’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산 그림에서도 왼쪽 열에 1을 늘어 세
우고 ‘천원’이라 지칭했다. 진구소, 수서
구장 (중국역대산학집성 (제남: 산동
인민출판사, 1994), 474.]

원’은 계산 시작점이나 혹은 계산 과정 중의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진구소가 ‘천원’이라 부른 산목들의 역할은, [그림
2-1]과 같은 개방법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가장 밑줄에 있던, 계산이 수행될 공
간을 나타내고 동시에 곱셈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던 하나의 ‘빌린[借]’ 산목이 
수행했던 역할과도 흡사해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18세기 조선에서 진구소의 이
런 ‘천원’은 현대의 미지수와 비슷한 역할까지 덧붙여져서 다른 계산 방법들과 
접목되는 예가 많았다. 현존하는 송원 산서들만 놓고 보는 현대의 학자들에게는 
이런 ‘천원’은 예외적으로 보였지만, 직접 산목을 조작하는 조선의 계산 수행자들
에게는 훨씬 적극적으로 응용될 여지가 많은 방법이었다.     

4.  나눗셈과 개방, 천원술의 관계
          
지금까지 나눗셈 중 상제에서부터 개방이 발전되었고, 개방의 각종 방법들과 함
께 증승개방법이 개발되었음을 보았다. 또 개방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정제된 천
원술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런 셈법들을 일원이차
방정식 혹은 일원고차방정식 등에 비유하여 설명했지만 사실 이 모든 셈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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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방정식과 현격히 구분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바로 이들에게는 현대
의 방정식에 필요한 ‘등호等號’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마츠로프가 반복하
여 강조했듯이, 천원술은 현대 수학의 기호처럼 펜이나 붓으로 쓰면서 계산을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목이란 물리적 계산 도구를 움직이면서 했다는 점에서 일
종의 “도구의존적인 대수학(an instrumental algebra)”이며, 등호의 개념이 없다
는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 ‘등식(equation)’이 아니라 하나의 “산술적인 조작
(arithmetical operation)”이었다.35) 상제, 개방, 천원술 등은 현대적 의미의 방정
식이 될 수 없으며, 현대의 기호처럼 읽혀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현대의 ‘대수
학’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개방에는 어떤 등식이나 방정식의 개념은 없었다. 아직 증승개방
법으로 발전되기 전의 [그림2-4]의 양휘의 개방법들을 관찰하면 기본적으로 실, 
즉 개방해야 하는 수를 양수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곱근을 구
해라”와 같이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셈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굳이 현대 수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  를 구해라”의 뜻이 아니라 “를 풀어라”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또 [그림2-5]와 [그림2-6]에서의 첫 번째 그림들은 마치 
    와      라는 일원이차방정식으로, [그림2-9]의 개방
식은 마치       라는 방정식으로 해석하곤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
면, 마츠로프가 말했듯이 “ ”를 연상시키는 어떤 비슷한 개념이나 힌트도 존재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실제 물리적 산목을 놓고 계산을 수행한다고 생각해본다
면, 다만 부수를 나타내는 사각형의 산목이나 혹은 검은 칠이 된 산목을 실의 자
리에 놓고 다만 밑에서부터 어떤 행과의 곱을 통해 올라온 산목들이 정수이거나 
부수인 경우 적절한 조작만 취하면 되는 것이었다. 
            또 실제 물리적 도구를 조작하여 천원술과 개방을 실행한다고 가정
하면, 1장에서 보았던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발전 양상과 비교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여
러 가지 셈법들은 초기의 형태보다 점점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산목의 움직임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대신 여러 가지 가결을 더 많이 외우도록 했
35) Martzloff, 앞의 책, 2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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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상제에서 여러 가지 개방으로, 그리고 증승개방법으로의 발전은 오히려 
복잡한 가결들은 덜 외우되 손의 기계적인 움직임, 즉 더하고 곱하는 두 가지의 
움직임만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은 구구합
수 외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배워야했던 어떤 나눗셈과 관련된 가결들도 
필요하지 않았다. 즉 개방을 위한 셈법으로 인법이나 유두승법, 가법, 구귀, 귀
제, 감법 등의 다양한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지식은 다만 유연하게 알고리즘
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했을 뿐 개방식을 풀기 위한 위한 필수 지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양휘의 개방법에서 여러 가지 행들을 차지했던 공간은 증승개방법을 
이용하면서 최소화되었다. [그림2-4]에서의 개방법들은 간혹 다섯 줄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증승개방법을 사용하면 모두 네 줄로 해결되었다. 동시에 양
휘의 개방법에서처럼 어떤 답을 내느냐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을 기억해야만 했
던 지식들이 불필요해졌다. 
          이런 증승개방법은 18세기 조선 산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현대의 이차
식, 삼차식은 물론 십차식을 훌쩍 넘어 현대의 계산 수행자에게 비현실적인 차수
로까지 쉽게 확장되었다. 이것은 증승개방법이 최소의 줄 사이를 자유자재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즉 공간을 사용하는 데에 효율적인 셈법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
다. ([그림2-11])
          이상과 같은 관찰들은 산목을 이용한 셈법들이 크게 두 가지의 흐름
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발전에서 일
어났던, 가장 적은 행을 사용하고 가장 적게 산목을 움직이되 많은 것을 기억하
고 있어야 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제라는 나눗셈에서 시작해서 개
방, 증승개방법, 그리고 천원술까지 발전했던 방향으로, 개방에 대한 지식이 증승
개방법을 위한 필수지식이 되고, 다시 증승개방법에 대한 지식이 천원술을 이용
한 문제의 마지막 개방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필수지식이 되는  방향이다.36) 
36) 오늘날 초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부분 중 단순곱셈, 단순나눗셈, 개방식, 일원고차방

정식 등을 생각해 보면 산목이란 도구를 이용한 이러한 흐름과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나눗셈과 개방은 산목 계산에서처럼 그 발전 자체가 연결되지 않
는다. 또 ‘개방’을 배울 경우 를 하나의 수로 먼저 배운 후, 나중에 라는 미지수, 
등호를 비롯한 기호를 이용하는 대수학을 공부한 후에야 이것이   라는 ‘방정식’
을 푸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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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 홍정하의 구일집의 마지막 문
제. 현대 수학 용어를 빌리자면 미지수가 10차
에 이른다. 홍정하, 구일집 (한국과학기술
사자료대계: 수학편 제2권, 650]

이 두 번째 흐름 역시 가장 적은 수의 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었지만 18
세기 조선에서는 곧 더 많은 행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들까지 포용하는 방향으
로 발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아마 손의 사용과 산목의 움직임,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산목이 차지하는 공간, 계산의 속도 및 계산 수행자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
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감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오
랜 시간을 실행을 거쳐 만들어진 ‘최적화’의 결과일 것이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이 
두 흐름은 다만 구구합수만을 기본지식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두 
흐름에서 한 흐름에 있던 어떤 셈법을 위해 다른 흐름에 있는 어떤 셈법도 필수 
지식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후 산목이란 계산 도구에서 주산珠算이나 
필산筆算 등 다른 계산 도구로 변환될 때, 두 흐름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졌으
며, 산목이란 특수한 계산 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상제, 개방법, 증승개방법, 
천원술 간의 연결 역시 끊어져 버렸다. 새로운 계산 도구에서의 단순나눗셈, 개
방 등, 산목이란 계산 도구가 만든 셈법들 간의 긴밀성은 없어졌으며 천원술은 
새로운 계산 도구에서 비슷한 풀이법으로 치환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필요했
다. 그리고 산목에서 주산으로 계산 도구의 치환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중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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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에서 필산이란 계산 도구로의 치환이 2세기라는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이루
어졌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산목 발전에서 보았던 각종 셈법간의 연결이 어떻게 
끊어지며 다시 새로운 계산 도구를 이용한 셈법간의 연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셈법들마다 어떤 속도로 치환되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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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조선의 천원술

현재까지 발굴된 조선 후기의 산서들 중 산목을 이용한 계산법을 수록한 산서들
은 많이 남아있으며, 사대부들의 문집 중 일부를 이에 할애한 경우 역시 많이 있
다. 2부에서는 그런 기록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보다 천원술을 중요하게 다룬 여
섯 종의 산서에 집중하여 천원술을 비롯한 산목 계산법이 각 저자들에 의해 어
떻게 변용되고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3장에서는 18세기 전반에 서술된 것으로 알려진 홍정하洪正夏
(1684-?)의 구일집九一集에 담긴 천원술을 분석할 것이다. 홍정하는 산원算
員 출신으로 1718년경 동산초東算抄란 산서를 완성하고 불과 6년 후 1724년
경 구일집이란 이름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산서를 다시 편집했는데, 가와하
라가 지적했듯이 다른 문제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은 것에 비해 개방술과 천원술
을 “압도적인 문제 수”로 늘린 점으로 보아 스스로 천원술에 초점을 맞추어 구
일집을 기술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1) 
          4장에서 살펴볼 산서는 17세기 후반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율朴
繘(1621-?)의 산학원본算學原本과 18세기 중반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황윤
석黃胤錫(1729-1791)의 산학본원算學本源이다. 두 저자는 유학자 출신으로 
산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미 유명했다. 박율의 산서는 반 이상을 천원술에 
할애한 산서이며, 황윤석은 박율의 산서 전문全文을 그대로 옮기면서 자신의 논
조를 주석으로 첨부한 저서이므로 두 산서를 같이 다루면 그들이 천원술을 해석
하고 활용하는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 
1) 가와하라는 동산초와 구일집를 비교하며, 개방술 문제 수가 전체 문제 수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24%(총 358문제 중 85문제)에서 35%(총 약 500문제 중 166문제)로 
증가한 점, 천원술에 대한 문제 수는 한 문제에서 33문제로 증가한 점, 특히 구일집
에서는 개방술 중 20%를 천원술로 처리한 점 등을 들어 구일집에 “천원술이 특별
시”되었음에 주목한 최초의 학자이다. 가와하라, 앞의 책, 186-188. 동산초와 구일
집의 편찬 연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 昏 시
각에 남중하는 별을 보여주는 ‘春分中星圖’, ‘夏至中星圖’, ‘秋分中星圖’, ‘冬至中星圖’를 
작성하면서 동산초에서는 1718년, 구일집에서는 1724년의 그림을 첨부했기 때문
이다. 구일집과 동산초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182-193;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389-403을 참조하라. 구일집의 번역본으로는 홍정하 지
음, 강신원, 장혜원 옮김, 구일집 천, 지, 인 (교우사, 2006)의 세 권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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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의 무이해無異解와 산학정의算學正義을 분석할 것이다. 남병길
은 당대 역법을 관할하는 관상감觀象監의 제조提調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19세
기 초중반 여러 종의 천문역법 및 산학 관련 서적들을 저술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그의 산서들 중 무이해는 천원술만을 다룬 산서이고, 산학정
의는 산학 전반을 서술하되 천원술을 하편의 일부로 구성한 저술이다.3) 특히 
산학정의는 산원이자 관상감원이기도 하며, 남병길과 여러 작업을 함께 연구한 
것으로 거론되는 이상혁李尙爀(1810-?)이 교정 및 편집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동 저작으로 취급되기도 한다.4) 
          이상혁의 단독 작품인 익산翼算은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상혁은 익산을 상, 하 두 편으로 만들었는데 이 중 상편 “정부론正負論”에서 
‘정부正負’의 개념과 쓰임새를 설명하면서 천원술을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시켰
다.5) 
          이상과 같은 6종의 산서들은 시기적으로 서로 쌍을 이루며 대비군을 
제공한다. 홍정하의 산서와 박율, 황윤석의 산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
까지 걸친 시기의 작품이며, 산원의 산서와 유학자의 산서라는 차이가 있다. 남
병길의 산서와 이상혁의 산서는 모두 19세기 중반에 저술된 산서들로 유학자의 
산서와 관상감원이면서 산원이었던 인물의 산서라는 차이가 있다. 필자는 이 대
비군을 통해 각 계층이 산목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특히 천원술과 관련된 지식들
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노력할 것이
2) 박율의 산학원본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176-182와 김영욱, 홍성사, 홍영

희, “박율의 산학원본” 한국수학사학회지 18:4 (2005). 1-16를 참조하라. 산학본원
의 유용한 번역본으로는 황윤석 지음, 강신원, 장혜원 옮김, 산학본원 (교우사, 
2006)이 있다. 

3) 남병길의 무이해와 산학정의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389-390, 393-398;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435-435를 참조하라. 

4) 남병길, 산학정의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數學篇 제7권 (驪江出版社, 1985), 3. 
“李君志叟, 釐正編修”. 김용운, 김용국은 이들이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했으며 가와하
라는 이 “학파의 두 산학자가 도달한 산학 연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훌륭한 주산서”라
고 했다.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435; 가와하라, 앞의 책, 394. 

5) 이상혁의 익산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391-393;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438-448을 참조하라. 익산의 유용한 번역본으로는 이상혁 지음, 홍성사 옮김, 익
산 상, 하 (교우사, 2006) 2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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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층의 구별과 함께 그들의 산서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또 다른 
경계는 두 대비군 간 시기의 차이이다. 첫 번째 대비군과 두 번째 대비군의 사이
인 18세기 말에 계산 도구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가 관상감원들의 시험 교과서를 수리정온數理
精蘊(1722)과 역상고성曆象考成(1723)으로 바꾼 것이다. 수리정온과 역
상고성은 강희제康熙帝(1654-1722, 재위: 1661-1722)가 직접 명을 내려 수
학, 천문역법, 율려律呂 등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율력연원律曆淵源 100권을 
구성하는 책으로 각각 수학과 천문역산학을 다루고 있었다. 이 중 수리정온은 
당시 청 사회의 학자들이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었던 산학 지식의 총체를 다루
고 있었는데 종이와 붓을 이용하는 필산筆算이 주된 기본 계산법이었다.6) 역상
고성은 수리정온의 산술을 사전 지식으로 여겨 따로 취급하지 않고 역법의 
복잡한 계산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기반이 되는 계산 역시 필산이다. 
그러므로 정조가 천문역산학에서 교과서를 바꾼 것은 관상감 관원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계산법으로 필산筆算을 선정한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역법에 우선적
인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역법 이외의 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필산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반면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산목 계산을 
다룬 산서들의 수준은 눈에 띄게 낮아져 다만 기초 사칙연산들만 상세하게 설명
하고 “동산계의 중심적 화두였던” 천원술을 언급하지 않는 산서들이 유행했다.7) 
가와하라는 이러한 현상을 “동산의 종언終焉”으로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산목을 
이용한 계산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보이지 않음을 시사했다.8) 그러므로 19세기동
안 산목 계산을 배우지 않고 필산만 공부한 사람, 또는 두 계산 도구를 모두 공
부한 사람들은 천원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앞선 시기의 대조군과 눈
6) 수리정온에 대한 내용 및 역사에 대해서는 Catherine Jami, The Emperor’s New 

Mathematics: Western Learning and Imperial Authority During the Kangxi Reign 
(1662-17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가 자세하다. 

7) 가와하라, 앞의 책, 420. 가와하라가 예를 든 이러한 ‘실용주산서’로는 東國算書, 行
用籌訣, 數學節要 등이 있다. 같은 책, 421-425. 

8) 같은 책, 420-426. 위의 주7의 실용주산서의 정확한 저술 시기나 편찬 시기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가와하라는 “동산의 종언”으로 표현되는 시기를 “조선 말”이라고 대략적으
로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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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2부에서는 이런 두 가지 차이, 즉 저자가 속한 사회 계층과 산서 작
성 시기의 차이에 주목하여 천원술을 둘러싼 산목 계산법의 실행과 그 서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부에서 살펴
보았던 천원술과 관련되었던 개개의 셈법들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셈법들 사이
의 연결 고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문제이다. 조선의 학자들은 단순곱셈이나 
단순나눗셈의 다양한 셈법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상제商除라는 단순나눗셈과 
개방법, 천원술 간의 촘촘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변형시켰는가? 그리고 인식
의 변화들은 천원술을 기술하는 내용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홍정하와 이상혁으로 대표되는 산원 집단과 박
율, 황윤석, 남병길로 대표되는 유학자 집단에서 같은 계층의 저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홍정하와 박율, 황윤석 등 산목을 주되
게 사용하는 18세기의 저자들과 이상혁과 남병길 등 필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19세기의 저자들 간의 차이점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18세기 산원 홍정하의 천원술

지금까지 한국 수학사학자들이 조선의 천원술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
된 산서 중 하나는 홍정하洪正夏(1684-?)의 구일집九一集이다. 김용운, 김용
국은 구일집을 “집약된 천원술 연구”라 했으며, 가와하라는 구일집이 “동산
의 확립을 보여준 지표”라고, 장혜원은 “천원술의 책”이라 칭했다.9) 이런 평가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저본이 되는 동산초나 한 세대 앞선 산원인 경선징慶
善徵(1616-?)의 묵사집산법默思集算法과 비교해 보면 자명해 보인다. 묵사
집산법에는 천원술이 등장하지 않으며 동산초에는 불과 단 한 문제의 해법에
서만 천원술이 등장했던 것에 비해 구일집의 “개방각술문開方各術門”에서는 총 

9) 같은 책, 192;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393; 장혜원, 수학박물관,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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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문제 중 33문제를 천원술을 이용하여 풀었기 때문이다. 또한 산원들의 교과
서로 사용되었던 산학계몽의 “개방석쇄문開方釋鎖門”에서 천원술을 적용한 사
례가,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지수의 2차와 3차에 속하는 개방법의 풀이였던 
것에 비해 구일집에서는 2차부터 시작하여 10차의 고차 개방법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천원술의 대표적인 산서로 현대 학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구일집을 통해 당시 산원들이 천원술을 어떻게 이해
하고 변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산원들은 실제로 물리적 산목을 조작하면서 
산술을 발전시켰다. 구일집의 여러 산술들에서도, 1부에서 확인했던, 산목이 
움직이는 공간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극대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산목을 배치할 때 두 개의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특징을 극
대화시키는 곱셈을 개발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천원술에서도 역시 공간과 움
직임을 줄이는 특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산학계몽에서 제시되었던 ‘정제된 형
태’ 외의 다른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런 변형된 형태를 직접 기록하고 ‘천
원술’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산원들이 천원술이라고 지칭하는 산술이 
송원시대 교과서에서 적혔던 산술과는 달라졌음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 산원들의 산서: 산원들은 어떻게 산서 저술의 권위를 확보
하는가?

구체적인 산목 계산법을 다루기 전에 홍정하나 경선징과 같은 산원들이 어떻게 
산서의 저자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려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 둘은 모두 17
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전형적’인 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이란 수사어는, 그들의 출신 가문과 직업적 행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출신가문을 살펴보면, 주학팔세보籌學八世
譜에는 경선징과 홍정하가 모두 여러 대에 걸쳐 직계直系, 방계傍系의 여러 손
孫들이 산원算員에 입격하는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두 가문 역시 결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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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어 있었다.10) 흔히 산원들의 가문은 직職의 독점적 세습이나 통혼通婚
으로 다른 분야의 관원들 가문보다도 폐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선
징과 홍정하는 모두 그런 산원 가문 출신이었다.11) 
          그들의 직업적 행보 역시 비슷했다. 주학선생안에 따르면 경선징은 
1640년에 입격하여 1669년에 훈도訓導, 1674년에 교수敎授, 1676년에 별제別
提에 올랐으며, 홍정하는 1706년 입격하여 1718년에 훈도, 1720년에 교수에 올
랐다.12) 이 두 산원들은 모두 20대에 입격한 후 각각 34년, 14년 지난 후에 중
인 산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중 하나인 교수 혹은 별제의 위치
까지 오른 것이다. 
         이 직업적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학과 관련된 국가 시험 제도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일관되게 국가 차원에서 국가 경
영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마련하여 직접 교육받을 만한 인재를 선발, 교육한 후 
적절한 행정부서에 배치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때 과거科擧나 취재取才라는 시
험을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관리로서의 임용이 가능했는데, 산원의 경우는 취재를 

10) 장혜원의 연구에 의하면 경선징과 홍정하, 그리고 6장의 주인공인 이상혁의 가문은 
모두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선징의 조카 慶演은 홍정하의 외조부이며, 이상혁
의 아버지 李秉喆은 홍정하의 조카인 洪履祿의 사위이다.” “이상혁은 이병철의 후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상혁의 외조부는 홍이록이 아니라 卞重觀으로 나타난다.” 경연은 
算學敎授, 이병철은 計士, 홍이록은 計士까지 올랐으며, 변중관은 醫科 출신으로 확인
된다. 장혜원, 산학서로 보는 조선수학, 28-31. 이외 홍정하 가계에 대한 자세한 연
구로는 김창일, 홍성사, 홍영희, “조선 산학자 홍정하의 계보”, 한국수학사학회지 제
23권 제3호 (2010), 1-20. 한편 이들 가문의 구성원들이 모두 산원 출신이며 가까웠
을 것이라는 이유로 강신원, 장혜원은 구일집을 남양 홍씨 가문의 공동 저작으로 생
각했다. “오형제들은 하나의 연구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도우면서 연구에 전념하였을 
것이다. 일가의 오형제가 주학입격한 예는 달리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일이다. 여기에 
역시 입격한 아버지, 아들, 조카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일집이 서술되었고 이것은 홍
정하 가문의 공동저작이라고도 생각된다.” 강신원, 장혜원 옮김, 구일집 천, iii-vi. 

11) 算員 가문에 대한 연구로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황정하의 연구가 아직도 가장 유용한 
논문이며, 산원 가문에서 저술한 족보인 籌學八世譜에 대해서는 이남희의 논문을 참
조할 수 있다. 황정하, “조선 영조·정조시대의 산원연구: 籌學入格案의 분석을 중심으
로” 백산학보 35 (1988) 219-258; 황정하, “조선 후기 산원 집안의 활동 연구: 경
주 이씨 ‘昌’가계를 중심으로” 청대사림淸大史林 6 (1994), 80-110; 이남희, “조선 
후기 주학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고문서연구 39 (2011), 187-212.  

12) 籌學先生案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 제10권 (여강출판사, 1985), 395, 
417. 이외에도 홍정하의 경우 훈도와 교수의 직임 사이에 ‘執事’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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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호조戶曹에 소속되었으며 아무리 승급해도 종6품의 산학교수와 별제가 최
상이었다.13) 또한 이런 훈도나 교수와 같은 교육에 해당하는 직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6개월의 관직생활을 한 후 
다음 6개월을 무조건 쉬어야만 했다.14) 
          그러나 경선징과 홍정하가 다른 산원들처럼 체아직으로 이어지는 직
업적 행보를 보였음에도 눈에 두드러지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산서를 저술했다는 점이다. 산원들의 산서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붙
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저술의 상황을 기록한 글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배
경으로 그들이 산서를 저술한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술관 중인’이란 
거시적 집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다른 기술관 집단들 역시 자신들의 
전문서적을 저술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 시기로, 의원醫員이 자신의 이름으로 
편찬한 의서醫書와 관상감觀象監 관원이 지은 역산曆算에 대한 저서들이 남아있
다.15) 산원 집단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13) ‘호조’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주된 관청,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에 배속되어 戶

口, 貢物, 賦役, 田糧, 食糧, 財貨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戶曹의 업무에 대해서는 經
國大典 외에도 萬機要覽, 度支志 등의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2000년에 회계저
널에 실린 한 연구에 의하면 “조선 시대 산원들은 회계와 감사를 주업으로 하는 본업
인”으로서 “계사들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은 조선 시대 재정 운영의 기본이었던 전곡의 
출입과 재고관리였으며 독립된 회계감사는 아니지만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의 운영도 포함되고 있었다.” 회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회지에서의 이런 분석은 산
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의 전문직과 비교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이 산
원이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조익순, 
정석우, “조선시대의 산원(산사, 계사, 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9권 제4
호 (2000), 95-128. 경국대전에 의하면 산학 취재를 통해 직임을 시작한 경우 각 
직급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會士 종9품 2명, 算學訓導 정9품 1명; 計士 종8품 2명; 
算士 종7품 1명; 別提 종6품 2명; 算學敎授 종6품 1명. 호조에서 사대부가 맡을 수 있
는 직급은 다음과 같다. 佐郞 정6품 3명; 正郞 정5품 3명; 參議 정3품 1명; 參判 종2
품 1명; 판서判書 정2품 1명. 이후 숙종대 이후 산학 취재로 뽑는 관원들이 늘어 순조
대 萬機要覽에 의하면 계사가 60명에 달했다. 인원의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
용운, 김용국, 앞의 책, 365-373을 참조하라.  

14) 遞兒職은 원래 실제 직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祿俸을 주기 위해 도입된 벼슬로 
조선 초 건국 당시 五衛에서 만든 무수한 職名과 그에 따른 祿俸이 서서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후기에는 
흔히 소수의 정해진 관직 자리에 많은 수의 관원들이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녹
봉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아직에 대해서는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를 참조하라. 

15) 대표적인 예로 의관인 李壽祺(1664-?)의 歷試漫筆(1734), 관상감 관원인 許遠
(1662-?)의 玄象新法 細草類彙(1710)가 있다.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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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는 이들이 기존의 교과서 외에 산원들의 교육용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묵사집산법이나 구일집은 한두 가지의 주
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앞선 교과서들이 담고 있던 산학 지식을 전체적으로, 
각자 나름의 분류를 고수하면서 구성되었는데 기왕의 교과서와 겹치는 것이 많
았다.16) 그러므로 아마도 이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저술하고자 하려는 욕구도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훈도나 교수라는 교육직에 있다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교과서
를 쓰는 저자의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17) 경선징과 홍정하는 각자의 산서에서 
자신의 산학 지식이 누구보다도 우월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경
선징의 묵사집산법에는 “화답호환문和答互換門”라는 장이 있는데 유학자들을 
만나서 산학 지식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는  연극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첫 번째 
문제부터 여섯 번째 문제까지는 옆구리에 책을 끼고 걸어가는 어떤 동자童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책을 끼고 있는 동자를 길에서 만나 묻기
를, “너는 몇 살인가?” 동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태어난 이후 월수
를 세면 100[달]이 넘고, 일수를 세면 5000[일]이 안 됩니다. 일수랑 월수
를 합하여 세면 5124인데, 그 사이에 작은달[小月]이 딱 반입니다”라고 하
였다. 일수와 월수는 각각 얼마인가?18)  

동자가 노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선생님의 나이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

인식 : 기술직 중인의 전문가의식을 중심으로” 의사학 22 (2013), 483 – 527; 김슬
기, “숙종 대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 을유년(1705) 역서 사건과 그에 대한 관상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17), 435-464.

16) 이들의 책의 구성과 산학계몽의 비교는 각 번역본의 앞을 참고하라. 경선징 지음, 
유인영, 허민 옮김, 묵사집산법 천  (교우사, 2006), ⅴ-ⅵ; 홍정하 지음, 강신원, 
장혜원 옮김, 구일집 천   (교우사, 2006), ⅶ.

17) 산학교수, 훈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홍성사, 홍영희, “조선의 산학훈도와 산학교수”, 
한국수학사학회지 제19권 제3호 (2006), 1-20.

18) 경선징, 묵사집산법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 제1권 (여강출판사, 
1985)), 245. “今有一老叟杖策而去, 道逢挾冊童子, 問曰, 汝年幾何. 童子對曰, 我生以後
月數計之過百, 日數計之不過五千. 日月合以計之五千一百二十四也, 其間小月相半. 問日
月各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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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하여 말하기를, “내 나이는 100이 안 되고, 월수를 세면 1000여[월]
을 조금 넘었고, 년수와 월수를 합하여 세면 1120인데, 그 사이에 윤삭이 
드는 년(즉 윤년閏年)이 소반少半(

 )이다”라고 하였다. 년수와 월수는 각
각 얼마인가?”19) 

마치 유학자들이 시가詩歌를 주고받는 ‘화답’처럼, 노인과 동자는 이 ‘높은 수준’
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자 먹은 곡식 낱알의 수, 
동자가 옆구리에 낀 책의 장수, 땅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의 길이에 대
한 계산 문제로까지 진행시킨다. 
          이후 일곱 번째 문제부터 열 번째 문제까지는 여러 수령守令들이 만
나는 연회 장소라는 새로운 무대가 제시된다. 이 연회에서 현령縣令, 군수郡守, 
현감縣監들은 각각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조세租稅를 내는 가호家戶의 수는 
얼마이고 얼마의 조세를 거두거나 혹은 사용하는지에 대해 서로 문제들을 던진
다.  

지금 한 도道의 수령守令20)들이 서로 만나 논의를 할 즈음, 현령이 군수에
게 묻기를, “귀군貴郡의 호수戶數와 1년 동안 거두는 세금은 얼마입니까?” 
군수가 대답하길, “매 7호마다 쌀 1섬씩 거두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남는 쌀
이 7석이고, 매 8호마다 쌀 1섬씩 거두면 8석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호수와 1년 동안 사용한 쌀은 얼마인가?21)

이런 문제들은 군수에서 현령으로, 현감으로 이어지면서 각 고을에서 걷는 곡식
을 세금으로 내거나 사용하는 문제들로 연결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19) 경선징, 묵사집산법, 246. “童子告于老叟曰, 願聞先生之年. 老叟答曰, 我年不滿百, 月

數計之纔過千餘. 年月合以計之一千一百二十, 其間有閏朔年少半.  問年月各該幾何.” 
20) 守令은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으로, 조선시대에는 府尹(종2품), 大都

護府使(정3품), 牧使(정3품), 都護府使(종3품), 郡守(종4품), 縣令(종5품), 縣監(종6
품) 등을 말한다. 각 수령의 차등은 州, 府, 郡, 縣 등에 소속된 戶口, 田結의 많고 적
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들 관직의 품계는 산원의 최고인 종6품보다 같거나 높다.

21) 경선징, 묵사집산법, 252. “今有一道守令相會論話之際, 令問守曰, 貴郡戶數及一年收
稅幾何. 守答曰, 每七戶收米一石, 則一年應用之餘米七石, 每八戶收米一石, 則不足八石. 
問戶數及一年應用米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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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그들의 말을 끊고 술에 대한 문제로 주의를 환기한다. 

좌중에 한 손님인 ‘묵사黙思’라는 노인이 말하기를, “[문답에서] 군수의 군
郡의 호戶는 진실로 부족함이 없고, 현령의 현의 쌀은 어찌 남아도는 것이 
있겠으며, 현감과 어떤 분의 말씀도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淸酒, 
자주煮酒, 백주白酒, 세 가지의 술이 앞에 가득하여, 바로 같이 마실 수 있
으니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단 청주는 3명이 같이 1병을 
비우고 자주는 4명이 같이 1병을 비우고 백주는 7명이 같이 1병을 비워서 
이미 610병을 마시고 자리를 파했는데, 좌객坐客 수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좌객의 수와 세 가지 술은 각각 얼마인가?22)

이 마지막 질문의 답에 의하면 무려 840명의 손님이 이 연회를 오고 가며 술과 
음식을 즐겼음이 밝혀진다. 방대한 분량의 음식과 술이 즐비한 연회에서 상석에 
앉은 높은 품계의 수령들에 지지 않고 산학 지식을 거리낌 없이 풀어냈던 이 노
인은 바로 “묵사”, 즉 경선징 자신이었다. 더욱이 이 가상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문제들의 유형은 이미 묵사집산법의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었으므로 계산 방
법만을 따진다면 이 장에 되풀이해서 나올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저
자가 이 장을 첨부한 것에는 자신의 산학 지식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
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정하의 구일집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잡록雜錄”이란 장이 
있다. 이 장은 구일집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으며 네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
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전經傳에 등장했던 천문역산을 다루는데 서경書經의 “기
삼백朞三百”에 대한 구절이나 주공周公이 낙양洛陽의 해그림자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23) 두 번째 부분은 ‘황종률黃鍾律’로 각 음을 내기 위한 
피리의 길이에 대한 간단한 계산을 다루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백자도百子圖’라 

22) 경선징, 묵사집산법, 256-257. “坐前一客號默思翁曰, 守郡之戶固非不足. 令縣之米豈
可有餘, 監與或者之言亦無異同. 今淸煮白三色酒滿前, 正可共飮, 不須多言. 但淸酒三人共
傾一壺, 煮酒四人共傾一壺, 白酒七人共傾一壺. 已傾六百一十壺而罷, 不記坐客之數. 問坐
客及三色酒各該幾何.”

23) 홍정하, 구일집, 65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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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가로, 세로 각각 10칸으로 이루어진 마방진魔方陣이다.24) 네 번째 부분
은 청淸에서 흠천감원欽天監員 하국주何國柱(18세기 활동)가 방문했을 때 유수
석劉壽錫과 함께 그를 만나 나눈 대화가 기록되었다.25) 원래 동산초에는 “문
답問答”이란 이름 아래 무미건조한 산서처럼 문제와 답이 적혀 있었음에 비해 
구일집에서는 유학자 및 청의 흠천감원의 이름까지 나와 실존 인물들과의 대화
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26)     
      이 중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시작한다. 

하늘의 형체[天體]는 지극하게 둥글어[至圓] 땅을 둘러싸고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붙어 있지만 늦게 가
므로, 해는 하늘[이 하루에 도는 것]보다 1도度가 미치지 못 하고 달은 하
늘[이 하루에 도는 것]보다 

 도가 미치지 못 한다. 일법日法은 얼마인
가?27) 

원형 연못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는 
 척尺이다. 다만 말하기를, 큰 개미

와 작은 개미 두 마리가 나란히 가는데 작은 개미는 하루에 1척을 가고 큰 
개미는 하루에 

 척을 간다고 한다. 큰 개미와 작은 개미는 며칠 후에 
서로 만나는가?28) 

이런 문제들은 9번째 문제까지 계속되어 일세一歲동안 해가 가는 길, 달이 가는 
24) 홍정하, 구일집, 671-675,
25) 홍정하, 구일집, 676-693.
26) 동산초,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 제8권 (여강출판사, 1985), 325-337. 

예를 들어 동산초 “문답”의 첫 문제는 문제와 답만 기록되어 있지만 구일집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하국주가 질문한 일곱 번째 문제, 즉 눈금이 없는 자와 추를 사
용하는 문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하국주가 그것을 써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자신은 써 
본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주변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다. 동산초, 325; 구일집, 
677-678. 

27) 홍정하, 구일집, 651. “天體至圓, 繞地左旋一日一周. 日月麗天而遲, 故日不及天一度, 
月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 問日法.”  

28) 홍정하, 구일집, 651-652. “今有圓池, 周圍三百六十五尺四分尺之一. 只云大小蟻並
行, 少蟻日行一尺, 大蟻日行十三尺十九分尺之七. 問大小二蟻幾日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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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얼마이며 윤년閏年이 몇 년마다 나타나게 되는지, ‘기영氣盈과 삭허朔虛’의 
양이 똑같아진다는 말은 무엇인지, 절기는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
까지 진행된다.29) 이때 하늘의 도수度數와 해와 달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 일정
한 상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법日法’, ‘기삭氣朔’, ‘일세一歲’ 등의 천문역법 용
어가 별도의 설명 없이 상식처럼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와 답이 되풀이
해서 나오고, 마지막 열 번째 문제와 열한 번째 문제에서 어떤 실존 인물이 등장
하는데 독자들은 드디어 홍정하가 왜 이런 준비 문제들을 배치했는지 알게 된다.  

삼연선생三淵先生[김창흡金昌翕(1653-1722)]이 묻기를, “기삼백주朞三百
註에 ”구백사십분九百四十分“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30)  
또다시 묻기를, “19년 동안 7閏이라면 기영과 삭허의 [분수가] 똑같아진다”
는 것은 어떤 것인가?”31) 

즉 홍정하는 자신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명망 높은 유학자였던 김창흡임을 
밝힘으로써 서경의 주석에 나오는 이 구절만큼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문제들에서 유학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주제, 즉 서경의 주석에 등장하
는 중성도中星圖 및 황종율 등에 대한 계산법을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이런 산학 
문제 정도는 자신이 능숙하게 풀어낼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유학자였던 조태구趙泰耈(1660-1723)나 홍대용洪大容(1731-1783)은 각자의 
산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다.32)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자의 산학 지식이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

29) 예를 들어 여덟 번째 문제는 “19년에 7번 윤달을 넣으면 기영과 삭허의 분수가 같게 
된다. 그 수는 얼마가 되어야 서로 같아지는가[適等]?”라는 문제이며, 뒤에 열한 번째 
문제에서 이처럼 기영과 삭허가 같은 까닭을 묻는 문제와 답이 다시 나온다. 구일집, 
656. “十九年七閏, 則氣朔分齊. 問其數幾何而適等.”

30) 홍정하, 구일집, 659. “三淵先生問曰, 朞三百註, 九百四十分者, 何也.”
31) 홍정하, 구일집, 659. “又問曰, 十九歲七閏, 則氣朔分齊者, 何也.” 
32) 조태구, 주서관견 (한국과학사자료대계: 수학편 제2권 (여강출판사, 1985)), 

124-125; 홍대용, 주해수용 (한국과학사자료대계: 수학편 제2권 (여강출판사, 
1985)), 6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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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청에서 방문한 흠첨감 관리와의 대화를 적은 일화이다.33)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일화가 기록된 형식이다. 홍정하는 “계사년癸巳年(1713년) 윤 5월 29일 나
는 유수석劉壽錫과 함께 역관驛館 안에 들어가 오관사력五官司曆인 하국주와 함
께 계산을 논했다”라고 시작하면서 사력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것을 보여주었
는지, 유수석은 무슨 말을 했는지, 세 명 이외에 그 곳에 같이 있던 사람은 누구
였는지 등을 시시콜콜히 기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일화가 실제로 일어
났다는 믿음을 주려고 했다.34) 
          특히 그는 대화들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
금 놀라움을 일으키도록 서술했다. 물론 그 놀라움의 대상은 전적으로 자신의 산
학 지식이 되도록 했다. 우선 사력 하국주가 연이어 7가지 질문을 한 이후 같은 
자리에 있던 새로운 사람이 대화에 끼어든다.  
 

상사上使 아제도阿齊圖가 말하길, “사력의 계산 [능력은] 천하에서 4번째이
니 그 산법筭法은 뱃속에 가득 찼습니다. 당신들 같은 무리가 맞설 수는 없
을 것입니다.” 또 말하길, “사력은 질문을 많이 했으나 당신들은 한 문제도 
묻질 않았으니 그의 계산 능력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묻기를, “가공 안
한 옥[璞玉]이 한 덩이가 있는데 새의 알[처럼 구의] 모양이다. 그 안에 정
육면체의 옥이 있는데 그것을 빼내고 비우면 껍질의 무게는 265근 15냥 5
전이다. 다만 말하길, 껍질의 두께는 4촌 5분이라 한다. [정육면체의] 옥의 
모서리 길이와 [옥을 뺀] 돌의 지름은 얼마인가?” 사력이 말하길 “이 계산 
능력은 매우 어려워 갑자기 풀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당연히 풀
겠습니다.” 그 이후 끝내 풀이를 보여주지 않았다.35) 

33) 이 일화는 일찍부터 한국 수학사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아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일례
로 1977년에 발간된 한국수학사에서도 “대단히 흥미를 끄는 내용”을 지닌 일화로 자
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과학과인간사, 1977), 
244-249.  

34) 홍정하, 구일집, 676. “癸巳閏五月二十九日, 余與劉生壽錫, 入館中, 與五官司曆何國
柱論筭.” 유수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세기 남병길은 劉氏句股述要圖解
를 지으면서 자신이 도해를 붙인 유씨의 구고술요에서 유씨가 유수석일 것이라고 추
측한 바 있다. 가와하라, 앞의 책, 405.

35) 홍정하, 구일집, 678-679. “上使阿齊圖曰, 司曆之筭爲天下第四, 而其筭法充滿於腹中
矣. 如君輩, 不可抗衡. 又曰, 司曆之問旣多, 而君無一問, 盖試其術. 余問, 今有璞玉一塊, 
形如鳥卵, 內容方玉. 而空之殼重, 二百六十五斤一十五兩五錢. 只云殼厚四寸五分. 問玉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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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않은 구형의 옥돌에서 그 안에 박혀 있는 정육면체의 옥을 파낸 후 남
은 돌의 무게와 두께를 통해 크기를 풀어내는 이 문제는 이미 구일집의 앞부
분인 “개방각술문 하”의 15번째 문제로 기록되어 있었다.36) 홍정하는, 소위 천하
에서 4번째로 산학을 잘 알고 있다는 하국주를 향한 첫 질문으로 이 문제를 던
지고 그가 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도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산법이 더 난이도 높은 지식임을 독자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후 홍정하는 하국주와의 기록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산목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중국에는 이와 같은 산목[筭子]이 없으니, 얻어 가서 
중국에 자랑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산목 40개를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의 우월한 산학 지식이 바로 산목이란 계산 도구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기술이었
음을 강조했다.37)  
         경선징이 자신을 형상화한 ‘묵사’ 노인을 통해 자신이 양반 계층의 동
자와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을 계산하거나 지방관들과 함께 세금을 능숙하게 계
산할 수 있었음을 밝힌 것처럼, 홍정하 역시 자신의 산서에 스스로 등장하여 김
창흡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국주에게 쉽지 않은 문제들을 내기도 했다. 경선징이
나 홍정하 같은 산원들이 산서에 이런 무대 장치를 만들고, 실제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고 만나서 나눴던 대화를 굳이 재현하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것은 아마도 18세기 영국의 실험과학자들이 ‘가상의 목격자(virtual witness)’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38) 실험과학자들은 실험을 수행하면서 신분
이 보장된 신사(gentleman) 계급의 일원들을 관객으로 앉히고 그들의 이름과 실
험 중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에 세심하게 기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石徑各若干. 司曆曰, 此術甚難, 未可猝解, 明日吾當解之. 其後終無解示.”
36) 홍정하, 구일집, 599-600.
37) 홍정하, 구일집, 693. “余布筭之際, 司曆曰, 中國無如此筭子, 可得而誇中國乎. 余卽以

與之, 則擇其中四十箇而去.” 
38) ‘가상의 목격자’에 대해서는 Steven Shapin and Simon Schaffer, 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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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6562를 9로 나누는 ‘상제’의 현대적 재구성.] 

곳에 있었던 ‘가상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 실험을 하는 저자들은 
실험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산원들은 산서를 작성할 만한 산학 지식이 
충분하다는 저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식의 기록을 선호했을 것이
다. 산서에 등장하는 모든 일화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독자들은 최소한 저자의 
산목을 다루는 산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구일집: 산목 계산의 특징을 이용한 알고리즘 

묵사집산법이나 구일집의 계산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산목 계산법의 특징이 
그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산목 계산법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나눗셈과 개방법에서 그 답이 계산 수행자의 의도에 따라 소수나 
분수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선 1부에서 설명했던 단
순나눗셈 중 상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6562를 9로 나누는 문제를 생각한다
면 [그림3-1]과 같은 알고리즘을 따라가야 한다. 이때 계산 수행자는 마지막 과
정에 도달하면 어떻게 답을 내야 할까? 그는 마지막 산목의 배치에서 별다른 조
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을 답으로 산출할 수 있다. 바로 첫 줄의 상(몫)을 
정수로 생각하고 가운데 줄에 있는 실에서 남은 1을 분자로, 마지막 줄의 법 9
를 분모로 생각하여, “칠백이십구구분지일七百二十九九分之一”로 읽어내기만 하
면 되었던 것이다. 이엄과 두석연이 지적한 것처럼, 산목 계산법에서는 분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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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체가 상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제의 마지막 산목 배치에서 분수를 ‘자연
스럽게’, 혹은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39) 
        그러나 혹 아직 분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계산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마지막 화살표를 향해 기본 단위의 밑으로 돌진하여 똑같은 과정
을 되풀이 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는 729.97777…과 같은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찰은 산목을 이용한 수의 표기에 이중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산
목으로 나눗셈을 행할 경우 계산 수행자는 분수로, 혹은 소수의 양태로 그 결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묵사집산법
에서는 무한히 계속되는 몫, 현대용어로 무한소수가 답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 
산법은 흘러가서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는 끝나지 않아 3미微 6섬纖 2사沙이고 
사 아래 또 79991이 있으나, 이는 모두 쓰임이 없으니 버리는 것이 가하다”면서 
무한 소수의 끝을 과감히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40) 뒤의 4장에서 서술하겠
지만 박율과 같은 유학자는 이 끝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일련의 조작을 행하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근사해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었다.  
           실제로 산목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산원들이 분수, 소수의 두 가지 
양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문제 유형에 따라 바뀌었다. 우선 
분수는 그 자체로 계산 과정에서 산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간
단한 사칙연산에서도 분모를 일정하게 통분通分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졌다. 그
러므로 마츠로프가 지적했듯이 산목 계산법에서 분수 계산의 까다로움은 일찍부
터 공론화되어 있었다.41) 예를 들어 5세기경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장구건산경
張邱建算經의 서문은 첫머리부터 “무릇 산을 공부하려는 자는 곱셈, 나눗셈이 
어려울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분수 계산이] 어려울까 
걱정해야 한다”라고 시작하여 각종 분수 계산을 다룬 것으로 유명했다.42) 양휘는 
위의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할 정도

39) 이엄, 두석연, 앞의 책, 34-35.
40) 경선징, 묵사집산법, 353-354. “按此算法, 流而不止也. 餘不盡三微六纖二沙, 沙下又

有七九九九一. 皆是無用卽棄之可也.”
41) Martzloff, 앞의 책, 194. 
42) 張邱建算經 (中國歷代算學集成 (濟江: 山東人民出版社, 199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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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분수 계산이 13세기까지도 그다지 쉬운 계산으로 생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43) 
          그러므로 이런 분수들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좀더 영리한 산목
의 배치가 필수였다. 예를 들어 여러 분수들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혹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90도 회전하는 일이 많았다.44) 구일집에서 예를 들어보
면, “지분제동문之分齊同門” 중 네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명이 은 
 냥, 은 

 냥, 은 
 냥의 [합]을 나누면 각 사람이 얻는 것

은 얼마인가?45) 

이 문제를 간단히 풀이한다면 세 덩어리 은의 총수를 구한 후 
으로 나누면 

된다. 현대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
××  ××××

 




×


 .

           구일집에서는 우선 통분을 위해 분모를 왼쪽에, 분자를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세로로 늘어놓은 후 ‘호승互乘’을 한다. ([그림3-2]) 

          
 

43) 양휘산법, 14. “張丘建算序云, 不患乘除爲難, 而患分母子之爲難. 以輝言之, 分子本不
爲難, 不過位煩, 創析諸分, 不致差錯而已矣.” 

44) 이 배치는 산학계몽에서 분수 간의 사칙연산을 다루는 “之分齊同門”에서 시작하여 
구일집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구일집에서는 좀더 융통성 있게 분수들을 배치하
여 이와는 다르게 두 분수를 배치하면서 각각의 분모를 윗줄에, 분자를 아랫줄에 배치
하고 ‘호승’을 사용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開方各術門” 中의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제들이 그렇다. 홍정하, 구일집, 534-535. 

45) 홍정하, 구일집, 322-323. “今有六人五分人之四, 分銀九兩八分兩之六, 七分兩之四, 
三分兩之一. 各得若干.”  여기서 ‘9냥8분냥지6’은 

 이거나 혹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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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구일집 “지분제동문” 중 네 번째 문제에서 호승을 
위한 포산 그림. 홍정하, 구일집, 323.]

여기에서 ‘호승’이란, 오른쪽 열의 한 수와 왼쪽 열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
는 두 수를 곱하는 것으로 분자 6과 분모 7, 3, 분자 4와 분모 8, 3, 분자 1과 
분모 7, 8을 곱하는 것이다. 호승 과정으로 나온 세 수를 합하여 278이 되며, 분
모들인 8, 7, 3을 ‘상승相乘’, 즉 세 수를 곱하여 168을 얻는다. 이후 문제에서 
정수 부분이었던 9냥을 더하기 위해 168을 곱하여 1512를 얻고 전에 구한 278
과 더하면 1790이 된다.  
          우리는 이런 분수의 산목 계산 알고리즘에서 몇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분자, 분모를 각각 하나의 독립된 숫자들처럼 늘어놓았다. 현대 용
어로 표현하자면 행렬(matrix)의 각 성분(component)처럼 배치하고 취급하면서 
문제를 푼 것이다. 그리고 ‘호승’ 과정과 ‘상승’ 과정을 분리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답의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을 따로 처리했다. ‘호승’ 과정이란 오른쪽 열의 한 
성분을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열에 있고 다른 행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하는 것
이며, ‘상승’이란 어느 열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숫자들만 다 곱하는 것으로 생각
하면 된다. 또 일단 분수로 나타난 부분을 처리한 후에야 다시 정수 9에 통분한 
분모를 곱하여 분자 쪽으로 더하는 계산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은 분모를 먼저 
처리한 후 분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즉 계산 과정에 나타나는 분모들을 
굳이 표시하지 않고 분자들만 사용하여 문제를 푼 후 답을 내기 직전에 다시 분
모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분모가 차지하는 공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계
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특징은 분수들의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개방
법, 천원술 등에서 미지수의 계수가 분수인 경우 항상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
다.46) 
           분모와 분자를 분리해서 두 개의 열로 포산한 후 적절한 곱셈을 적
46) 4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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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왼쪽: 구일집 “영부족술문” 중 열세 번째 문제에서 호승을 위한 포산 그림. 
오른쪽: 구일집 “영부족술문” 중 일곱 번째 문제에서 호승을 설명하는 그림.  홍정하, 
구일집, 345, 340.] 

용하는 것은 ‘영부족盈不足’이나 ‘방정方程’ 등의 다른 산법에서 보이는 여러 가
지 곱셈들의 적용과 흡사했다. 예를 들어 구일집의 “영부족술문盈不足術門”의 
가장 마지막 열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나란히 났다. 다만 소나무는 첫날에 5척이 자라고 대나
무는 2척 자라며, 소나무는 나날이 [전날] 스스로 [자란 것의] 반이 자라
고, 대나무는 나날이 [전날] 스스로 [자란 것의] 2배로 자라난다고 하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며칠 만에 길이가 같아지는가? 47)  

 
이 문제의 풀이법은 이틀째는 소나무가 2.5척 자라나 7.5척이고 대나무는 4척 
자라나 6척이 되며, 사흘째에는 소나무가 1.25척 자라나 8.75척이 되고 대나무
는 8척 자라 총 14척이 된 것을 문제에서 유추하면서 시작한다. 대나무를 기준
으로 이틀째에는 소나무보다 1.5척이 모자라며[不足] 사흘째에는 소나무보다 
5.25척이 남게[盈] 되므로 아마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시간쯤에 두 나무의 길이
가 같아 차이가 없는 날을 찾는 ‘영부족’, 혹은 ‘영뉵盈朒’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산목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숫자들을 배치하면서 시작한다. ([그
림3-3])

             
 

47) 홍정하, 구일집, 344-345. “今有松竹並生. 只云松初日長五尺, 竹長二尺, 松日自半, 
竹日自倍. 問松竹幾日而長等.”



- 101 -

             
        

[그림3-4. 구일집 “방정정부문”의 첫 번째 문제에서 편승을 하
기 위한 포산 그림. 홍정하, 구일집, 349.]

그리고 이들을 ‘호승’하여 더한 후 ‘실’을 삼고, 밑의 1.5와 5.25를 더하면서 ‘법’
을 삼아 나누면 두 나무의 길이가 같은 날이 나온다. 여기에서 위에 분수 계산에 
나왔던,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로 열에 숫자들을 나열한 후 각각 마주보는 것을 
곱하는 셈법, 즉 호승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홍정하는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호승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3-3]과 같이 대각선을 긋기도 했
다.48) 
          또  구일집의 “방정정부문方程正負門”의 가장 첫 문제를 살펴보자. 

말 두 마리와 소 한 마리의 값을 합하면 100냥이고, 또 말 한 마리와 소 
두 마리의 값을 합하면 92냥이다. 말과 소의 한 마리의 값은 각각 얼마인
가?49) 

이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말의 가격을 , 소의 가격을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정  식을 푸는 것이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우선 적절하게 산목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말의 수를 위에, 소의 수를 중간에, 그리고 전체 값을 가장 밑줄에 배치하

48) 홍정하, 구일집, 340.
49) 홍정하, 구일집, 349. “今有二馬一牛, 共價一百兩, 又一馬二牛, 共價九十二兩. 門馬牛

各一價若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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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 열을 나란히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림3-4])

            
 
 

          이후 오른쪽 위 2를 왼쪽 열의 숫자 전부에, 왼쪽 위 1을 오른쪽 열
의 숫자 전부에 곱하는 ‘편승遍乘’이란 방법을 적용하여 두 열을 변환시킨 후 같
은 열에 있는 두 수의 차를 구하는 ‘상감相減’ 과정을 거쳐 문제를 풀게 된다. 이
때 호승과는 다르지만, 마주보는 두 열의 수들을 서로 곱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분수에서 분자, 분모를 각각 하나의 숫자들처럼 취급하면서 열을 
구분하여 놓고 서로 마주보는 두 열 사이에 곱셈을 진행함으로써 ‘영부족’이나 
‘방정’에서 보았던 계산법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윤곽을 지닌 알고리즘을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들은 1부에서 설명했던 셈법들과 비교해보면 최초의 포산 과
정에서 열의  개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부에 설명했던 셈법들이 모두 하
나의 열로 구성되며 각 행에 있는 숫자들을 아래, 위를 움직이면서 조작했던 것
에 비해 이들은 왼쪽, 오른쪽의 열을 넘나들며 숫자들을 조작해야만 했다. 구일
집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열의 포산을 영리하게 사용한 다른 예도 있
다. 예를 들어 3, 4, 5, 6의 네 수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곱한 것의 합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 문제에는 등장하지 않은 산목 1을 다음과 같이 늘어놓으면서 시
작한다.50)

          
 
 
 

이후 왼쪽 열을 오른쪽 열에 ‘호승’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50) 구일집 중 “物不知總門”의 9번째 문제. 홍정하, 구일집,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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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은 이후 오른쪽 열의 숫자들을 더하면 된다. 우리는 이 방법이 바로 1
부에서 봤던 ‘천원일’을 놓는, 단 하나의 예외로 불렀던 방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진구소의 경우와는 달리 1을 놓는 열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홍정하는 이 문제를 ‘천원술’이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정
하가 계산의 과정을 위해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산목 하나를 놓는 것을 천원술
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이런 방법 이외에 세 수에서 두 
수씩을 곱한 것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더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이용
했는데, 예를 들어 3, 4, 5의 ‘유승維乘’은 다음과 같이 한 열로 늘어놓는다.51) 
 

         


  

이후 맨 위의 3과 중간 4를, 중간 4와 밑의 5를, 밑의 5와 맨 위의 3을 곱하면
서 얻는 12, 20, 15를 곱하는 것으로, 따로 새로운 열을 사용하진 않았다.52) 그
러므로 계산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인 1을 늘어놓는 경우는 다만 조작해야 하는 
수가 총 4개 이상일 때에만 수행하는 방법으로 계산 수행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
해 사용되었을 뿐이며,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공간을 적게 사
용하는 알고리즘을 선호했던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볼 만한 것은 홍정하가 이런 알고리
즘을 부르는 명칭이다. 산학계몽 등의 산서에서는 산목을 두 개의 열로 늘어놓
고 서로 대각선으로 교차해서 곱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알고리즘을 칭하는 두 가
지 명칭이 있어서, 분수의 계산에서는 ‘호승’, 영부족의 계산에서는 ‘유승’으로 일
51) 구일집 중 “물부지총문”의 8번째 문제. 홍정하, 구일집, 331. 
52) 구일집 중 “缶甁堆垜門”의 18번째 문제에도 ‘유승’이 사용되었는데, “以上位乘中位, 

中位乘下位, 下位乘上位”라는 설명이 있다. 홍정하, 구일집,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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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불렀다. 그러나 홍정하는 분수의 계산이나 영부족의 계산을 구분하지 않
고 산목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곱하는 경우를 모두 ‘호승’이라 불렀으며, 한 열
에서 세 줄로 배열된 숫자들을 서로 곱하는 알고리즘을 따로 ‘유승’으로 불렀
다.53) 직접 산목을 쥐고 계산한다고 가정해보면, 분수와 영부족에서의 산목 조작
은 서로 대각선으로 엇갈려 곱한다는 점에서 같았으며, 다만 계산 수행자 스스로 
‘분자’, ‘분모’ 혹은 ‘영’, ‘부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요구될 뿐이었다. 그러므
로 홍정하가 서로 엇갈려 곱하는 경우를 ‘호승’으로 통칭하고, 하나의 열에서 세 
개로 배열된 숫자를 조작할 경우 ‘유승’으로 칭하는 것은 그가 실제 산목을 조작
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따라 셈법들을 구분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수가 등장하면 산목으로 표현하는 공간
이 넓어지며, ‘호승’이나 ‘편승’ 등의 두 개의 열의 새로운 곱셈들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간혹 산목을 사용하여 직접 조작할 경우 분수보
다는 소수가 선호되었을 수도 있음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묵사집
산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쉬운 예로 


 

 과 같은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통분을 이용한 해법 이외에  이라는 소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54)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도 ‘우술又術’, 즉 또 다른 술術의 지
위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55) 
          그리고 이렇게 소수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이 

53) ‘互’의 古字는 “나무틀을 어긋매껴 짜 놓은, 새끼 감는 틀의 모양”을 본딴 상형문자이
며, ‘維’는 긴 밧줄, 혹은 밧줄의 매듭이란 뜻을 지닌 문자이다. 홍정하가 지칭하는 ‘호
승’은 서로 엇갈려 x자 모양으로 곱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승’은 하나의 열의 성분들
을 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산목 조작의 시각적 모습과 비슷한 용어로 변화시켰
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9), 74.

54) 산학계몽에서 분수에 대한 연산을 다루는 “之分齊同門”의 총 9문제 중 8개의 문제
가 모두 분수형식으로 표현되는 데에 비해 묵사집산법의 “約分齊解門”의 총 16문제 
중 5개의 문제의 답이 분수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형식으로 기록
되었다. 예를 들어 묵사집산법의 “약분제해문” 중 열 번째 문제의 기본단위가 ‘냥’인
데, 답은 “1냥 4錢 3分 3厘 5毫 9絲 3忽 7微 5纖”이다. 묵사집산법, 227.  

55) 경선징, 묵사집산법,  223-224. “今有甲銀八分錢之五, 於內減乙銀五分錢之三. 問餘
幾何.” “答曰, 二厘五毫. 法曰, 置乙之分母五, 以甲之分子五互乘, 得二十五. 置甲之分母
八, 以乙之分子三互乘, 得二十四. 以少減多, 餘一爲實. 又列分母相乘, 得四十爲法, 實如
法而一. 得合問. 又術, 置一錢五因八歸, 得六分二厘五毫, 乃甲銀也. 又置一錢三因五歸, 
得六分, 是卽乙銀. 於甲銀內, 減此銀數. 亦得合問.” (밑줄은 필자의 강조)



- 105 -

만들어지기도 했다. “차등균배문差等均配門”과 같이 각 가구를 몇 등급으로 나누
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걷거나 쌀을 배급하는 등의 문제들인데, 묵사집산법
에는 다음과 문제가 있다. 

지금 관청에서 배정한 벼가 269섬 4말 9되 7홉 2작이 있다. 5등급[으로 
나뉜] 인호人戶로 하여금 위의 등급에서부터 ‘3, 7’로 벼를 내도록 한다. 제
1등은 22호, 제2등은 36호, 제3등은 42호, 제4등은 48호, 제5등은 50호이
다. 각 호가 내야하는 벼의 양과 각 등급마다 전체가 함께 내는 합은 얼마
인가?56)  

여기서 ‘3, 7’이란 위 등급이 10을 낸다고 할 때 바로 아래 등급이 7을 내는 비
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의 경우 산학계몽에서 제시한 해법은, 
제1등부터 제5등까지 내야하는 벼의 비율을 10000: 7000: 4900: 3430: 2401로 
먼저 상정한 후 각 등급에 있는 집의 호수를 곱하여 이들이 낼 쌀의 비율을 정
하는 것이었다.57) 그러므로 그 계산은 다음의 과정을 순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56) 경선징, 묵사집산법, 292-293. “今有官配粟二百六十九石四斗九升七合二勺. 令五等
人戶, 從上作三七出之, (주: 謂如從上作十分爲率, 遆減三分, 却出七分也.) 第一等二十二
戶, 第二等三十六戶, 第三等四十二戶, 第四等四十八戶, 第五等五十戶. 問每戶所出及逐
等, 各該幾何.” 

57) 산학계몽에는 “差分均配門”이란 장에 비슷한 문제가 열 문제 실려 있는데, 10:5로 
나누는 경우를 ‘折半差分’, 10:6으로 나누는 경우를 ‘四六差分’, 10:8로 나누는 경우를 
‘二八差分’로 불렀다.  조선에서는 차분에 사용되는 비율을 조금 다르게 불렀다. 묵사
집산법에서는 산학계몽과 동일하게 10:5로 나눈 경우를 ‘절반차분’, 10:6을 ‘사육차
분’, 10:7을 ‘삼칠차분’으로 표현했지만, 이 외에도 7:3으로 나누는 경우를 첨가하고 
‘三七遞作差分’로 표현했다. 구일집에서는 10:7, 10:8처럼 앞이 10인 경우에 대개 
‘十分之七出之’, ‘十分之八出之’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8:2로 나누는 경우가 ‘二八出之’
로, 7:3은 ‘三七分之’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용어는 가끔 혼용되어 6:4인 경우와 
10:6인 경우 모두를 ‘四六出之’(네 번째 문제, 열두 번째 문제)로 표현하기도 했다. 홍
정하는 7:3으로 나누는 경우를 ‘三七差分’으로 명명하면서 만약 세 개의 수인 경우 
49:21:9의 비율을 유지함을 구일집의 “凡例”의 가장 첫머리에 제시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묵사집산법과 구일집에 7:3이란 비율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시 산원들이 계산하는 세금이나 환곡 등과 관련된 조
선의 관습이나 법규에 이런 비율이 자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산학
계몽의 해법은 허민이 옮긴 산학계몽의 번역본을 참조할 수 있다. 주세걸 지음, 허
민 옮김, 산학계몽 중 (소명출판, 2009), “차등균배문”, 92-121; 묵사집산법, “차
등균배문”, 282-312;  구일집, “범례”, 207-208; ‘차등균배문’, 290-317.



- 106 -

        × × × × ×  ,
        ×  . 

위의 두 수를 각각 법과 실로 삼아 나누면 28이 되는데 이것이 제1등의 집 하나
가 내야할 양이다. 이 계산 과정에서 특히 법인 962490을 구하는 방법을 주목해 
보자. 이 해법을 따른다면 두 수를 곱하여 한 쪽에 놓고, 다시 다른 두 수를 곱
하여 한 쪽에 놓고,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두 5개의, 각각 다르게 계산
된 수들을 모아서 더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계산했던 것을 어딘가에 따로 놓
아두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경선징은 묵사집산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매력적인 또 다른 
방법을 제공했다. 이 해법은 제5등의 호수에서 시작한다. 

          × × × ×   . 

즉 제1등이 내야할 양이 만약 1이라면, 각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0.7을 곱하면 
되는 규칙을 이용해서, 제5등의 호수에서 시작하여 제1등으로까지 거꾸로 진행
하여 동일한 법을 구한 것이다. 이 해법을 따라 산목 계산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곱셈이 나온 결과에 다시 덧셈을 하고, 그 결과에 다시 곱셈을 하고, 그 
결과에 다시 덧셈을 하고, 또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법을 얻게 된다. 즉 산
목이 놓여 있는 결과 그대로 다음 셈법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 어
떤 결과를 놓을 필요도,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런 순차적인 기법, 곱셈의 결과에 무언가를 더하고, 그 결과에 다
시 무언가를 곱하고, 그 결과에 다시 무언가를 더하는 반복 과정이야말로 산목 
계산에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리고 이 기법은 우리에게 곧바로 ‘증승개방법’이라는 유명한 방법을 떠오르게 한
다.

3. 구일집: 산원의 개방술과 천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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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대로 홍정하는 동산초를 구일집으로 발전시키면서 개방과 
관련된 문제를 비약적으로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가와하라의 분석처럼 “천원술
의 다용多用 여부, 혹은 천원술의 기법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여부”
에 따라 두 저술의 개방 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58) 특히 홍정하는 “개방각술문”
의 첫 문제로 ‘평방적平方積 484척의 한 변[一面]을 구하라’는 문제를 제시했는
데, 그 풀이법에서 “천원일을 세워 정사각형의 한 변[平方面]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한 후 ‘정제된’ 천원술의 형태로 개방식을 만들었으며, 이후 증승개방법을 통
해 푸는 과정까지 길게 서술했다.59) 가와하라가 주장했듯이, 총 166문제나 되는 
“개방각술문”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개방각
술문”에서 천원술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 자명”하며, 증승개방법의 효율성 역
시 얼마나 중요시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60) 
           증승개방법의 알고리즘은 2장에서 설명했듯이 그 이름처럼 곱하여 
더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계산 수행자가 알고 있어야할 복잡성의 무게를 덜었
다. 그러나 홍정하는 개방처럼 어떤 수를 쪼개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제곱
식을 만드는 데에도 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구일집의 첫머리에는 몇 개의 정
의와 원율圓率 따위 등 중요한 이론적 요점을 적어놓은 “범례凡例”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명승방식明乘方式’, 즉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
는 부분이다. 그의 설명은 가장 윗줄부터 갑층甲層, 을층乙層, 병층丙層 등으로 
시작하여 이름을 붙인 후 가장 윗줄에는 원하는 수에 해당하는 산목, 가장 아랫
줄에는 산목 하나를 놓으면서 시작한다.  

58) 가와하라, 앞의 책, 187.
59) 홍정하, 구일집, 469-470. “今有平方積四百八十四尺. 問一面若干.” “法曰, 立天元一

爲平方面, 自之爲平方積, 仍爲隅法, 寄左. 列積, 與寄左相消(相消者, 相倂相減之謂也), 
得開方式, 以平方開之. (隅法, 常超一位, 至百步之下止.) 約初商(二十)於位上, 以隅法一, 
與初商(二十)相呼, 得(二十). 乃置於甲位, 名曰從方. 就與初商(二十)相呼, 得(四百), 除
實(四百), 餘實(八十四尺). 另以隅法一與初商(二十)相呼, 得(二十), 加入於從方, 共得
(四十). 乃(從方一退, 隅法二退)次商(二尺)於初商之次, 以隅法一與次商(二尺)相呼, 得
(二尺), 加入從方, 共得(四十二). 就與次商(二尺)相呼, 得(八十四), 除實恰盡. 得方面
(二十二尺)合問.” (밑줄은 필자의 강조로 1부에서 설명한 ‘정제된’ 천원술의 과정을 기
술하고 있다.)

60) 가와하라, 앞의 책,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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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方面(얼마)을 갑층甲層(즉 맨 윗줄)에 놓는다. (평방이면 4개의 층을 
만들고 입방이면 5개의 층을 만든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하나의 산목을 
(1단이라면 산목 하나이고 2단이라면 산목 2개이다. 나머지도 다 이와 같
다.) 가장 아랫줄에 놓는다. 맨 위의 갑층[의 수]를 가장 아랫줄[의 수]에 
곱하여 계층癸層에 들여놓고, [다시 갑층의 수를] 계층[의 수]에 곱한 후 
임층壬層에 들여놓고, [다시 갑층의 수를] 임층[의 수]에 곱한 후 신층辛層
에 들여놓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을층乙層에 도달할 때까지 한 후 멈춰
서 실적實積을 얻는다. 다시 갑층 가장 위[의 수]로 가장 아랫줄[의 수]를 
곱하는데, 앞에서 했듯이 곱한 것을 [바로] 윗층에 들여놓는 [과정을] 병층
丙層에 도달할 때까지 한 후 멈춰서 병법(즉 방법方法)을 얻는다. 또다시 
갑층 가장 위[의 수]로 가장 아랫줄[의 수]를 곱하는데, 앞에서 했듯이 곱
한 것을 [바로] 윗층에 들여놓는 [과정을] 정층丁層에 도달할 때까지 한 
후 멈춰서 정법(즉 염법廉法)을 얻는다. 또 앞에서 했듯이 [이와 같은 과정
을 되풀이하여] 무법戊法을 얻고, 기법己法을 얻고 이와 같은 것을 계층에 
도달할 때까지 한 후 멈춰 각각의 [층의] 법을 얻는다. 이후 각 법을 뒤로 
물린다(을층은 물리지 않고, 병법은 한 자리 뒤로 물리고, 정법은 두 자리 
뒤로 물리고, 무법은 세자리 뒤로 물리고, 기법은 네 자리 뒤로 물리고, 나
머지 모두 이와 같다). [자리 수를] 물리는 것이 끝나면 갑층 맨 윗줄을 없
앤다.61) ([그림3-5]) 

이 추상적인 설명은 증승개방법의 알고리즘과 동일하되 다만 맨 윗층을 제거하
61) 홍정하, 구일집, 212. “置方面(幾許)於甲層(平方則設四層, 立方設五層. 餘倣此), 置

一筭(一段則一筭, 二段則二筭, 餘皆倣此)於最下層. ○以甲層首位, 乘最下層, 入癸層, 乘
癸層, 入壬層, 乘壬層, 入辛層. 依此至乙層而止, 得實積. 又以甲層首位, 乘最下層, 依前
乘之加入上, 至丙層而止, 得丙法(卽方法). 又以甲層, 乘最下層, 依前加入, 至丁層而止, 
得丁法(卽廉法). 又依前得戊法, 得己法, 如倣此, 至癸層而止, 各得其法. 乃退其各法(乙
層不退, 丙法退一位, 丁法退二位, 戊法退三位, 己法退四位, 餘皆倣此). 退畢而去其甲層

首位. ○(列立方面十二尺圖.     得乘方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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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구일집의 ‘명승방식’ 부분. 홍정
하, 구일집, 212.]

[그림3-6. 구일집 ‘명승방식’에 있는 구체적인 예로 를 전개하여 각 항의 계수
가 나오는 것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그림.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이란 전개식의 계수가 밑에서부터 위로, 고차항 순으로 표시된다. 홍정하가 갑, 을, 병, 
정, 무로 표현한 부분은  ①, ②, ③, ④, ⑤로 표시하였다. 이하 동일. 홍정하, 구일집, 
212.]  

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끝난 후 그가 구
체적으로 제시한 예는  의 완전세제곱식을 전개한 
        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림3-6]에서처럼 
맨 윗줄의 12는 임시로 놓인 것으로 계산이 끝난 후 제거되며 가장 아랫줄의 1
은 마지막 과정에서 우법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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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왼쪽: 구일집의 ‘개방구렴률작법본원도開方求廉率作法本源圖’, 오른쪽: 구일
집의 ‘개방구렴률정부지도開方求廉率正負之圖’. 홍정하, 구일집, 213, 214.]

          완전제곱식의 설명은 바로 [그림3-7]의 두 가지 그림, ‘개방구렴률작
법본원도開方求廉率作法本源圖’ ‘개방구렴률정부지도開方求廉率正負之圖’로 이어
진다. 이 그림들은 오늘날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으로 증승개방법과 마
찬가지로 가헌賈憲(11세기 경 활동)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바로 뒤에 
그는 ‘명개방대종식明開方帶從式’이라는 제목 아래, 평방平方, 입방立方, 삼승방三
乘方 등에서 시작하여 십일승방十一乘方에 이르기까지 각 전개식의 계수가 어떻
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입방立方은 “변을 한 번 제곱하고 다시 제
곱하여 적積을 삼는다. 또 면을 제곱한 후에 3을 곱하여 갑종甲從을 삼고, 면에 
3을 곱하여 을종乙從을 삼는다. 1을 병종丙從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 계수이다.63) 그러므로 이 그림은 이차완전제곱

62) 가헌 및 개방작법본원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엄, 두석연, 안대옥 옮김, 앞의 
책, 170-182. 

63) 홍정하, 구일집, 215. “立方, 面再自乘爲積, 又面自乘三因爲甲從, 又面三因爲乙從, 以
一爲丙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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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삼차완전제곱식 등의 전개식의 계수들을 순서대로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림이
기도 한 것이다. 
          ‘명승방식’이나 ‘명개방대종식’이란 두 방법은 모두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만약 계산 수행자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외우고 있거나 혹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빨리 그려낼 수 있다면,  를 전개
하기 위해서는 , ×, × , 라는 계수를 각각 산목으로 표시해 놓기만 
하면 된다. 만약 파스칼의 삼각형을잊어 버렸다면, ‘명승방식’에서처럼 증승개방
법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부지런히 곱하고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완전세제곱식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그 계수들을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
게 산목을 조작해서 계수들을 알아낼 수 있는가? 다음의 문제는 실제 조선의 산
원들이 어떻게 산목을 조작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보여준다.

지금 변이 서로 같지 않은[面不等] 사승방四乘方이 있어 적積 20만 8845
척이다. 다만 갑의 변[甲面]은 을의 변[乙面]보다 4척[이 더] 크고, 병의 
변[丙面]보다 8척 크고, 정의 변[丁面]보다 12척 많고, 무의 변[戊面]보다 
16척 많다고 하면, 각 변은 얼마인가?

법: 각 면의 차를 열거하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천원술을 써서 구하면 제종

제종
제종
제종
제종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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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천원술로 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임壬의 자리의 산목 1을 갑 
자리의 4척과 곱하여 얻은 4를 신의 자리에 놓는다. 다시 신의 자리[에 놓
인] 얻은 수 4를 을의 자리의 8척과 곱하여 32를 얻어 이것을 경의 자리에 
놓는다. 또다시 임의 자리의 산목 1을 을의 자리의 8척과 곱하여 8을 얻어 
신 자리에 있던 얻은 수 4에 더하여 놓으면 모두 12이다. 다시 경에 있던 
얻은 수 32를 병의 자리 12척에 곱하여 384를 얻어 이를 기의 자리에 놓
는다. 다시 신의 자리에 얻은 수 12를 병의 자리에 있는 12척에 곱하면 
144를 얻어 이를 경의 자리의 얻은 수 32에 더하여 놓으니 모두 176이다. 
또다시 임의 자리의 산목 1을 병의 자리 12척에 곱하면 12를 얻어 신의 자
리의 얻은 수 12에 더하여 놓으니 모두 24를 얻는다. 다시 기의 자리의 얻
은 수 384를 정의 자리의 16척에 곱하여 6144를 얻어 이를 무의 자리에 
놓고 제1종으로 삼는다. 다시 경의 자리의 얻은 수 176을 정의 자리의 16
척에 곱하면 2816를 얻어 이를 기의 자리의 얻은 수 384와 더하면 모두 
3200을 얻으니 이를 제2종으로 삼는다. 또다시 신 자리에 얻은 수 24를 정 
자리의 16척과 곱하여 384를 얻어 이를 경의 자리의 얻은 수 176에 더하
면 모두 560을 얻으니 제3종으로 한다. 또다시 임의 자리의 산목 1을 정의 
자리의 16척에 곱하면 16을 얻어 이것을 신의 자리에 얻은 수 24에 더하
면 모두 40이 되어 제4종으로 삼는다. 임의 자리의 산목 1을 제5종으로 삼
는다.] 

이것을 대종으로 하고 적을 실로 하여 대종사승방으로 개방식을 푼다. 






  

무의 변(5척)을 얻고 [이 수에] 각각의 차를 더하면 나머지 변도 알 수 있
다. 
[주: 오승방 이상의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푼다]64) 

64) 홍정하, 구일집, 624-625. “今有面不等四乘方, 積二十萬八千八百四十五尺, 只云甲面
多乙面四尺, 多丙面八尺, 多丁面一十二尺, 多戊面一十六尺. 問各面若干.” “法曰, 列各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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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구일집 “개
방각술문” 하 중 서른네 
번째 문제 부분. 홍정하, 
구일집, 624-625.]

差.  

   以天元術求之, 得   .

(天元術求之者, 以壬位一筭乘甲位四尺, 得四乃置於辛位. ○又以辛位得數四乘乙位八尺, 得
三十二乃置於庚位. ○又以壬位一筭乘乙位八尺, 得八, 加入於辛位得數四, 共得十二. ○又以
庚位得數三十二乘丙位一十二尺, 得三百八十四, 乃置於己位. 又以辛位得數十二乘丙位一十二
尺, 得一百四十四, 加入於庚位得數三十二, 共得一百七十六. 又以壬位一筭乘丙位一十二尺, 
得十二, 加入於辛位得數十二, 共得二十四. ○又以己位得數三百八十四乘丁位一十六尺, 得六
千一百四十四, 乃置於戊位, 仍爲第一從. 又以庚位得數一百七十六乘丁位一十六尺, 得二千八
百一十六, 加入於己位得數三百八十四, 共得三千二百, 爲第二從. 又以辛位得數二十四乘丁位
一十六尺, 得三百八十四, 加入於庚位得數一百七十六, 共得五百六十, 爲第三從. 又以壬位一
筭乘丁位一十六尺, 得一十六, 加入於辛位得數二十四, 共得四十, 爲第四從. 以壬位一筭爲第

五從.) 以此爲帶從, 列積爲實, 以帶從四乘方開之,     得戊面(五尺) 就加各差, 合問(五
乘方以上亦倣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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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구일집 중 의 전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그
림. 마지막 과정은 전개된 상태인  를 의미한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열을 단위로 조작하되, 맨 아랫줄의 수와 맨 윗줄의 
수를 곱하여 밑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고, 다시 그 수와 맨 윗줄의 수를 곱하여 
밑에서 세 번째 자리에 놓는 작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
으로 ‘증승개방법’의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이후 이런 과정으로 제1종, 제2종, 제
3종, 제4종, 제5종에 해당하는 수를 얻은 후 위에서 사용했던 산목들을 일괄적으
로 제거해 버리고 문제에 주어진 ‘적’을 ‘실’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쉽게 개방법으
로 진입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가 주에서 “천원술로 구한다는 것은”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이 알고리
즘을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설명은 2장의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 설명과
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 산목들을 한 열로 늘어놓고 행들 사
이를 곱하거나 더하는, 적절한 조작을 거친 후 몇 개의 보조 산목들을 치워버린 
후 개방식을 만드는 것으로, 홍정하에 의하면 이 알고리즘 자체가 ‘천원술’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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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천원일이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서로 상소하는 과정 등이 없이 다만 가장 
아랫줄 임壬에 산목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 ‘천원술’이라고 부른 것이다. 즉 하나
의 산목을 놓아 계산이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고, 적절한 조작을 통해 개방식을 
산출해 낸 것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마치 ‘유승’과도 유사하게 전개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떤 구상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는 없지만, 앞서 보았던 명승방식을 구하는 계산 알고리즘, 증승개방법의 알고리
즘, 그리고 유승에서처럼 하나의 열로 길게 놓고 산목을 조작하는 알고리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천원술’은 조선 초기 교식통궤交食通軌에서 사용되던 ‘천원’
의 용례와 비교해볼 만하다. 15세기 이순지李純之(1406-1465), 김담金淡
(1416-1464)에 의해 작성된 교식통궤는 일식, 월식의 계산법에 대한 저술인
데, 그 과정에서 ‘천원’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그런데 ‘천원’은 항상 계산 과
정상 하나의 수를 개방할 때에 등장한 후 그 수의 맨 끝자리 아래 “천원1을 세
우고 개평방법으로 개방수를 얻”고 난 뒤 사라졌다.65) 즉 어떤 얻고자 하는 미지
수를 천원과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위해 으레 등장하는, 가장 밑의 산
목 하나가 천원 1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에는 천원술은 개방과만 
연결되는 산술이었다. 이런 연결은 그대로 산원들에게도 전수되어 구일집에서
의 천원술은 하나의 산목을 어딘가에, 보통은 아래에 놓아 계산이 시작되는 위치
를 정하는 것, 그리고 개방식을 풀어내는 것이라는 두 개의 특징만 있으면 충분
했다. 그러므로 산원들의 천원술은 반드시 ‘정제된’ 형태를 띄고 있을 필요가 없
었으며, 두 개의 열을 만들고 상소하는 과정을 하나의 열로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산목을 조작하는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잇점도 있었을 것이다.

4. 소결

65) 이순지, 김담, 交食通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圭貴12438), 19-20. “立天元一於單
微之下, 以平方開之, 得爲開方數.”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1면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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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산원들은 직접 산목을 조작하고 움직이면서 계산을 수행한 집단이다. 중
인 계급이었던 산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학 지식의 수준이 다른 유학자
들의 산학 지식보다도 뛰어나고 청에서 온 흠첨감원과도 견줄 정도로 높음을 강
조하기 위해서 산서에 자신과 관련된 일화들을 부지런히 기록했다. 이때 그들이 
강조한 산학 지식이란 다름 아닌 산목을 직접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
이었다. 
          산원들의 산서에 기록한 산술을 살펴보면 산목 계산법의 특징이 여실
히 드러나는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다. 즉 1부에서 언급했던, 산목을 조작할 때
의 공간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단순곱셈과 단순덧셈을 기계적으로 반복
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경선징은 공간점유가 큰 분수보다는 소수를 
선호하였으며 단순곱셈과 단순덧셈을 반복하는 형식의 알고리즘을 기록했다. 또 
산목 계산에서 두 열과 여러 행으로 수를 배열하고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엇갈
려 곱하는 과정의 경우에도 산원들은 좀더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호했다. 주세
걸은 산학계몽에서 대각선으로 곱하는 것을 지칭할 때, 분수 문제는 ‘호승’, 영
부족 문제는 ‘유승’으로 부르면서 문제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취급했지
만, 홍정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호승’이란 이름으로 통일시켰다. 그에게는 
산목의 움직임이 동일했으므로 이들을 구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다른, ‘유승’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열에서 윗줄, 가운뎃줄, 아랫줄을 번갈아 곱하는 것으로 호승에 비해 산목이 움
직이는 공간이 명백히 축소되었다. 
          천원술에 대해서도 홍정하는 실제 산목을 조작하는 계산 수행자의 관
점을 유지했다. 산원들의 교과서였던 산학계몽에서는 천원술이 개방법을 보조
하는 하위 산술처럼 설명되어 있었고, 조선 전기의 역산서에서는 개방법이 등장
할 때에만 천원술이 등장했었는데, 이런 전통을 이어 홍정하 역시 개방식을 세우
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 천원술을 사용했다. 구일집의 “개방각술문”에서 설명된 
천원술은 많은 경우 두 열을 사용하는 ‘정제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외에
도 여러 행의 숫자들을 하나의 열에만 늘어놓고 단순곱셈과 단순덧셈을 반복하
는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알고리즘은 산목이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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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최소화거나 단순곱셈과 단순덧셈만을 되풀이하여 복잡한 순서를 기억
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산원들이 실행했던 산목 계산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즉 산원들이 발전시킨 천원술은 물리적 산목을 직접 조작하면서 
여러 종류의 개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생된 산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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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유학자 
  박율과 황윤석의 천원술

“나는 산학을 알지 못한다. 다만 세속에서 말하는 행산行算만을 알았으며 그 후 
또 영산影算(즉, 1부에서의 상승)하는 법을 대략 알 뿐이었다. 평상시 글을 읽다
가 추산推算하는 부분을 만나면 다만 억측으로 계산해서 간혹 [열에서] 하나나 
둘을 [제대로] 얻는다고 해도 산법算法의 자세한 곡절曲折은 알지 못하므로 막
히는 곳이 많이 있었다. 산서算書를 얻어서 한번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는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고백은 아마 16세기 즈음 조선 사회를 살고 있는 
유학자들의 산학算學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1) 기대
승의 아쉬움은, 유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경전經典을 읽는 과정에서 계산에 
관련된 부분을 만나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에서 
생겨났는데, 몇몇 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을 공부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의 초점이 ‘경전’에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공부의 
범위를 조절했다. 예를 들어 이익李瀷(1681-1764)과 같은 유학자는 “유가儒家
에서 쓰이는 바는 곧 율려律呂와 보천步天에 그칠 따름이니, 구고句股, 방원方圓
과 승제(乘除 곱셈, 나눗셈)만으로 충분하다. 저 영뉵盈朒이나 정부正負같은 종
류는 사용되는 바가 없으며 다만 정신을 피곤하게 하므로 성인聖人도 반드시 그
것에 대해 힘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유학자로서 필요한 산학의 경계를 그었
다.2) 
          경전을 읽을 때 율려와 보천의 지식은 유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지식으로, 앞의 3장에서도 서술했듯이 산원들이 자신의 산학 지식의 우월함을 인
정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했던 지식이기도 하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

1) 기대승, 高峯集 권3 ‘答先生問曰’ (국립중앙도서관 20071107), 303. “算學. 余不知算
學. 只知世俗所謂行算, 其後又略知影算之法而已. 尋常看文字, 遇有推算處, 只以意推算, 
或頗得其一二, 而不知算法之曲折, 多有窒礙處. 惜不得算書而一觀之也.” (표지부터 1면으
로 세었다.)

2) 이익, 星湖僿說 권15. 人事門.  ‘九章算經’ (국립중앙도서관 古朝91-60), 55. “余謂
儒家所用卽律呂步天而止耳, 句股方圓乘除足矣. 彼盈朒正負之類, 無所用, 而徒弊精神, 聖
人必不屑於此也.” (인사문 처음부터 1면으로 세었다.)



- 119 -

쳐 유학자들의 문집에는 ‘기삼백주朞三百注’의 계산법이나 음율을 맞추기 위한 
율려의 계산법이 그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 지식이 유학자 사회에서 꾸준하고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3)  
         그러나 18세기부터는 이와 같은 제한된 주제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산
서를 저술하는 유학자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등장한 거시적인 배경으로 서학西學의 충격이나 북학北學의 성장 등의 여러 요
인을 지목하곤 했다.4) 이 장에서는 이런 유학자의 산서 중 몇 종의 저술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유학자들이 산학을 대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 그리고 산학을 업으로 삼고 있던 산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
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들의 저술 목적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성리학적 학습 욕구를 부각시킨다거나 상수학과 산학의 접목을 노린다거나 천문
역산법에 능숙해지기 위한 중간 디딤돌로 산학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등 각양각
색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천원술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담은 17세기 후반 박율
朴繘(1621-?)의 산학원본算學原本과 18세기 중반 황윤석黃胤錫(1729-1791)
의 산학본원算學本源을 분석할 것이다.5) 박율은 산학원본에서 오직 개방술
과 천원술에 집중했으며, 황윤석은 산학원본의 전문全文을 싣고 자신의 견해를 
주석으로 붙였다. 박율의 천원술은 원주와 지름의 비율의 변화에 따라, 혹은 우
법,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분수로 주어진 경우 그 수의 일정한 변화에 따라 숫자
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각적인 표로 정리하는 데에 골몰했다는 점에서 실제 
산목을 움직이면서 공간을 줄여나갔던 산원들의 천원술과 차이를 보였다. 황윤석

3) 예를 들어 이익의 ‘朞三百注’, 李圭景(1788-?)의 ‘朞三百注數法辨證說’을 비롯하여 유
학자의 수많은 문집의 經傳 편에 보통 기삼백주에 대한 글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익, 
‘기삼백주’, 星湖全集 권43; 이규경, ‘기삼백주수법변증설’ 五洲衍文長箋散稿 권54.

4) 18세기 서양 산서의 수입과 유학자들의 산서 저술 전반에 대해서는 한영호, “서양 기
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역사학보 170 (2001), 53-89; 구만옥, 
“이재 황윤석(1729-1791)의 산학 연구”, 한국사상사학 33 (2009), 215-252; 구만
옥, “마테오 리치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 
(2010), 301-354 등을 참조하라.

5) 박율에 대한 간단한 소고로는 박성래, “‘산학원본’ 저술, 조선 수학 연구를 이끈 ‘박율
(1621-1668)”, 과학과 기술 3932 (2006), 94-95. 황윤석에 대해서는 구만옥, “이
재 황윤석의 산학 연구”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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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원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많은 종류의 표와 그림을 다양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학자들이 표를 정리한 것은 산목 계산의 속도를 높여
주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황윤석이 보여준 천원술 설명의 변화에는 17세기 후반 이후 중
국 사회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산서들의 영향이 컸다. 산원들보다 이런 산서들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았던 유학자들은 수입된 산서들 안에 소개된 서양이나 중국
의 새로운 계산 도구들을 시험 삼아 사용해보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산서에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유학자들에게는 계산 도구의 선택지가 산원들
보다 훨씬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유학자들의 지적 사회
에 스며든 각종 계산 도구를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계속 산목만을 접하고 고집했
던 산원들의 환경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이해하려 한다. 

1. 유학자들의 산서: 유학자들은 왜 산서를 저술했는가? 

18세기 산서를 저술한 유학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모두 나름의 목적
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산서의 구성과 내용이 특색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 예를 들어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주해수용籌解需用을 쓰면서 
그의 집에 건설한 천문대天文臺인 농수각籠水閣에 설치한 천문의기天文儀器의 
제작법과 그 작동에 필요한 계산법,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거문고 등의 악기들
을 조율하기 위한 율려律呂 계산법에 핵심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오로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 셈법들로 이루어지도록 했다.6) 그러므로 그의 산서에는 방정
이나 다양한 종류의 개방법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측량에 주로 사용되는 
사율비례四率比例 방법이 셈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7) 다른 예로, 상수학象數學

6) 홍대용의 주해수용의 저술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홍유진, “홍대용 주해수용의 구
성과 저술 목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을 참조하라.  

7) 四率比例는 동문산지, 수리정온 등에 소개되었던 서양 산술 중 하나로 오늘날 비
례식을 이용하여 세 개의 기지수로 하나의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사율비례에 대
해서는 뒤의 5장 2절을 참조할 수 있으며, 특히 주해수용에서의 사율비례와 측량에 
대해서는 홍유진, 위의 글, 32-5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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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 몰두해있던 최석정崔錫鼎(1646-1715)은 구수략九數略에서 산목을 
조작할 때의 배치와 움직임에서 나오는 변화가 태양太陽, 태음太陰, 소양少陽, 소
음少陽 같은 사상四象과 대응되게 하는 ‘바람직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주장했으
며, 산목이 아닌 다른 계산 도구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사상 기호들로 읽히는 것
들만 좋은 계산도구로 추천했다.8) 조태구(趙泰耈, 1660-1723)은 주서관견籌書
管見을 서술하면서 산서의 절반이 넘는 후반부를 “구장문답九章問答”이란 이름 
아래 경학에서 흔한 사제지간의 문답 형식으로 꾸미면서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려고 했다.9) 
           유학자들은 서문이나 발문 등에서 산서를 서술한 이유를 간단히 설
명하곤 했는데 예외 없이 고대에는 수數 혹은 산算이 “육예六藝의 하나”로서 공
자孔子도 젊었을 때 회계를 담당했을 정도로 당연한 소양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서 시작하여 후대에 이르러 이를 무시하는 상황으로 세태가 변모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펼쳤다.10) 
8) 최석정의 구수략은 산학과 易學, 象數學 등을 접목한 산서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산목 계산법들의 알고리즘과 四象의 분류법을 대응시킨 것에 대한 연구는 川原秀城, 
“九數略-算學と四象”, 朝鮮文化硏究 3호 (1996), 77-93이 가장 자세하며 산목 
계산이 아닌 다른 계산 도구를 이용한 방법과 상수학을 접목시킨 것에 대해서는 오영
숙, “조선후기 산학의 일면: 최석정의 산 ‘읽기’”, 한국실학연구 24 (2012), 
329-366 중 344-350을 참조할 수 있다. 구수략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는,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376-387; 가와하라, 앞의 책, 201-239를 참조하라. 

9) 가와하라는 조태구가 조선 사회에서 유실되었던 구장산경의 ‘구장’이란 부분을 강조
하는 것은, 그가 구장산경을 존중하는 양휘의 수학관에 공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희
가 “구장산경을 채취”하여 儀禮經傳通解를 만든 것을 계승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와하라, 앞의 책, 167-168. 

10) 조태구의 주서관견 발문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數는 만물의 변화를 남김없이 포
괄하며, 六藝의 하나이다. 禮[記]에서 말하기를, 10세에는 글쓰기[書]과 셈하기[計]
를 공부한다 했고, 周禮에서는 鄕大夫가 어진 사람[賢能]을 추천할[賓興] 때 藝를 
德行과 같은 반열에 놓았으니 三代의 가르치는 법[敎法]을 대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孔子 문하의 칠십 [명의] 제자는 모두 큰 덕을 이루고 통달한 재목[成德達材]의 선비
[士]들인데 반드시 육예에 身通하다고 [史記 “孔子世家”에서] 칭했고, 공자가 委吏였
을 때 역시 會計는 합당하게 하면 그만이라고 [孟子 “萬章”에서] 말했다.” 조태구, 
籌書管見 (한국과학기술사자료연구대계: 수학편 제2책 (여강출판사, 1985)), 195. 
“數所以盡物変而居六藝之一. 禮言十歲學書計, 周官鄕大夫, 賓興賢能, 藝班於德行, 三代
敎法, 槪可知矣. 是故孔門七十子, 皆成德達才之士, 而必稱身通六藝. 孔子爲委吏, 亦曰會
計當而已矣.”

       홍대용의 주해수용 서문의 첫머리 역시 다음과 같이 공자 이야기를 한다. “공자
가 일찍이 위리委吏(곡식의 출납을 맡아보는 관리)가 되었을 때 말하기를 “會計는 마
땅히 해야 할[當] 뿐이다”라고 했다. 회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算과 數를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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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학자들마다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가 미묘하게 달
랐다. 예를 들어 유학자들을 가장 우선적인 독자로 상정했었던 조태구는 “이것
(육예)에 통달하지 못하면 쓸모 있는 인물이 되어 세상의 쓰임새에 적합하게 되
지 못함을 볼 수 있으니, 어찌 이것을 하찮이 여기고 배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我東]는 예학藝學의 거칢이 요즘 심해졌다. 세상 학사들은 육예를 일삼
지 않아서 승제乘除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여, 그 무식함이 개탄할 만하다”며 
유학자들의 무지를 한탄했다.11) 반면 홍대용과 최석정의 경우는 오히려 산법 자
체의 기괴한 발전,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산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산법算法은 구장九章[산경算徑]에서 시작하여 세대를 지나면서 발전하여 
그 술術이 많아졌다. [나는] 그 각자가 책을 만들게 되어 상세하고 간략함
이 다 같지 않으며, 가끔 지나치게 기이하고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내어 거
의 숨바꼭질 놀이에 가까운 것도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12) 

우리나라[我東]은 궁벽한 곳에 위치하여 산算을 업業으로 삼은 자는 모두 
기국이 협소하여 아는 바가 없고, 유학儒學[하는 자]는 또 [산을 공부할] 
겨를이 없으니, 나는 일찍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13) 

첫 번째 글은 홍대용이 주해수용에 붙인 자서이며 두 번째 글은 최석정이 박

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史家들은 공자 문하에 많은 제자들이 많았음을 말하면서 몸
소 六藝에 통달했다고 칭했으니 옛 사람들이 實用에 힘씀이 이와 같았다. 공자가 가르
쳤던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홍대용, 籌解需用 “籌解需用序” (한국과학기술사자료
연구대계: 수학편 제3책, (여강출판사, 198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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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정 역시 산학원본의 서문에서 “수는 육예의 하나이니 군자라면 기꺼이 이에 
마음을 쓴다”라고 시작했다. 최석정, 算學原本 “算學原本序” (국립중앙도서관, 古貴
718-18), 1. “數於六藝居其一, 君子屑用心焉.” 이하 산학원본은 최석정의 서문을 1
면으로 삼아 면수를 계산한다.

11) 조태구, 주서관견, 195. “可見不通乎此, 不足以成材而適用, 顧豈可少之而不講哉. 我
東藝學鹵莽, 於今爲甚. 世之學士, 不以爲事, 或不識乘除爲何物, 其貿貿可嘅也”

12) 홍대용, 주해수용,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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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석정, 산학원본 “산학원본서”, 1. “我東處僻, 業算者率握齱, 無所識知, 儒學又靡暇, 
余嘗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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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산학원본에 붙인 서문으로 두 글 모두 잡다하고 자잘한 산법을 추구하는 
산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산법算法이 기이해지고 
자잘해진 사태는 혹시 유학자들이 공자 시대였다면 반드시 알았어야만 하는 산
학을 외면하고 “산을 업으로 삼은 자” 즉 산원들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가? 

          일찍부터 수나 산에 관심을 가진 유학자들은 많은 경우 산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왜란倭亂(1592-1594, 1597-1598)
과 호란胡亂(1636-1637) 이후 산서들이 산실되어 산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유학자들은 그 “교본敎本의 입수가 대단히 힘들었다”.14) 가와하라가 “산학
의 황폐”라 불렀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서의 복원을 진두지휘하고 책
임을 진 사람들은 산을 업으로 삼는 산원들이 아니라 고위 관료 유학자였다. 
1660년 전주全州 부윤府尹이던 김시진金始振(1618-1667)은 산학계몽의 복간
을 위해 “지부地部(호조) 회사會士 경선징慶善徵에게서 국초에 찍어낸[國初印本] 
산학계몽을 얻었”으나 “맨 끝의 2장이 흐릿해지고 해져서 반 이상을 분별[辨]
할 수 없었다. 지금 대흥현감大興縣監 임준任濬(1608-?)이 산술에 통달하지 않
은 바가 없으니 한 번 보고[서는] 풀이를 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 없어진 부분
을 보충했다. 그 후 우연히 손으로 베낀 본을 하나 얻어 비교해보니 과연 터럭만
큼의 오차도 없었다”고 적었다.15) 즉 잘 보이지 않는 애매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
해 그 산서의 소유자이면서 산학을 업을 삼고 있는 경선징에게 묻기보다는 다른 
‘유학자’인 임준과 작업했다.16) 경선징은 점점 유명해져 최석정은 구수략의 뒷
부분에, ‘고금산학古今算學’에서 동국東國의 술사術士로 경선징을 꼽았고 조태구
는 산에 밝은 술사로 그를 거론했으며, 홍대용은 주해수용 인용서적 목록 중의 
하나로까지 그의 상명수결詳明數訣을 인용했지만 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14) 가와하라, 앞의 책, 153.
15) 김시진, 산학계몽 “중간본 서문”. “又得國初印本算學啓蒙於地部會士慶善徵. 較其同異

究其源流, 則楊輝非但字多豕亥, 術亦舍易趨艱, 不便初學. 啓蒙簡而且備, 實是算家之摠
要. 第其末端二紙, 漫獘過半, 殆不可辨. 今大興縣監任君濬, 於術無所不通, 一見而解之, 
手圖而補其缺. 其後偶得一抄本, 讎之果不差毫氂.” 김시진, 산학계몽 “서” (中國歷代
算學集成 (濟江: 山東人民出版社, 1991)), 1387.

16) 가와하라, 앞의 책,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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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17) 18세기 후반 산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황윤석은 홍정하가 후학의 고험考驗을 위해서 입방立方 모양의 여러 조각들을 
만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그나마 홍정하를 거론한 것도 이 경우가 유일하며 
비슷한 시기의 유학자들에게는 홍정하의 산서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찾을 
수가 없다.18) 
          요컨대 산학에 관심이 있던 몇몇 유학자들은 능력 있는 산원의 이름
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론할 만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가와하
라가 말했듯이 “서로 단절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19) 그렇다면 18세기 초 홍
정하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천원술과 각종 개방법에 대해서는 유학자들은 어떻
게 대응했을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동안 현존하는 유학자들의 
산서 중에서 천원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저술은 산학원본과 산학본원을 제
17) 최석정은 東國에 산학에 정통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新羅의 최치원부터 시작하여, 조

선의 南在(1351-1419), 黃喜(1363-1452), 徐敬德(1489-1546), 李滉(1501-1570), 
李珥(1536-1584)를 거론했다. 그는 이들의 諡號를 같이 부름으로써 이들에 대한 존
경심과 동시에 자신보다 앞선 세대의 학자들임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최근의 조사
朝士(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라는 호칭 아래 金始振, 李慣, 任濬, 朴繘을 그들의 직
위 명과 같이 나열했으며 “術士”라는 호칭 아래 경선징을 따로 분리하여 언급했다. 이
러한 나열 방식은 가와하라가 유학자들과 산원들의 전통이 단절되었다고 말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이후 조태구는 주서관견에서 최석정이 나열한 유학자들과 경선징, 그리고 
최석정을 시대 순서로 배열했는데, 유학자들의 경우는 號나 직위를, 그리고 경선징의 
경우는 역시 ‘술사’라는 호칭만 넣어서 명단을 작성했다. 가와하라, 앞의 책, 484, 주1 
참조; 최석정, 구수략 (한국과학기술사자료연구대계: 수학편 제1권 (여강출판사, 
1985)), 638-639. “東國則新羅崔文昌致遠, 精於藝數. 我朝南忠景在, 號精算. 黃翼成喜, 
通書數. 儒家則徐文康敬德, 邃於數學. 李文純滉, 李文成珥, 二先生俱明算法. 近世朝士, 
金觀察始振, 李參判慣, 任郡守濬, 朴殷山繘, 最著. 術士則稱慶善徵云”; 조태구, 주서관
견, 197. “東國明算法, 崔文昌致遠, 南忠景在, 黃翼成喜. 儒家, 徐花潭敬德, 李退溪滉, 
李栗谷珥, 金監司[始]振, 李參判慣, 任郡守濬, 朴殷山[縣監]繘, 慶善徵術士, 崔存窩錫
鼎.” 

18) 황윤석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486-487을 참조하라. 가와하라는 황윤석의 
頤齋亂藁의 1770년 4월 13일조 기사, “聞其傳在一人家, 而秘不傳耳”를 옮기면서 “‘算
員’ 즉 중인 수학자에 대해 기술할 때, 홍정하가 후학의 고험考險을 위해서 목제나 석
제의 ‘立方諸體’를 제작하고 一家에 秘藏하여 외부에 가르쳐 주지 않았던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홍정하 가문이 “지식의 독점과 학문의 폐쇄성”을 가졌다
고 해석했다. 구만옥 선생과 강민정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말은 황윤석의 생각을 
담은 말이 아니라 황윤석이 李顯直의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또 ‘一家’를 홍정하가 
아닌 제삼자의 집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와하라의 해석은 지나친 과장으로 보인
다.  

19) 가와하라, 앞의 책, 484.



- 125 -

외하고는 없었다. 유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천원술의 중요성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최석정의 
경우, 산학원본에서는 서문을 써주면서 천원술이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라 했지
만, 자신의 구수략에서는 천원술이란 용어 및 방법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20) 

조태구는 주서관견에서 “서양의 평삼각平三角, 호삼각弧三角이 정교하고 우리
나라의 천원술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다.21) 홍대용은 

주해수용의 “천원해天元解”라는 제목에서 ‘천원’이란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
은 산학계몽의 “개방석쇄문”에 있는 문제에서 증승개방법을 적용하는 알고리
즘일 뿐 천원술과 관련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22) 황윤석 역시 온갖 산술 지식들
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한 산학입문이란 저술에서 천원술 문제를 단 하나만 
등장시켰을 따름이며, 그것이 수리정온의 ‘차근방借根方’ 방법과 동일하다고 간
단히 언급했다.23) 
          그러나 황윤석은 또 다른 산서, 산학본원에서는 박율의 천원술을 기
본으로 정성껏 주석을 붙였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산서는 박율의 산학원본의 
성실한 주해서注解書 혹은 입문서入門書에 불과했다.24) 그러므로 박율의 천원술
은 서문을 써준 최석정과 성실한 주해서를 쓴 황윤석이라는 두 유학자를 중심으
로 산학에 정통한 유학자들에게 정식 지지를 받은 셈이었다. 유학자 사회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산학을 활용하는 방식에 꼭 들어맞는 박율의 천원술이 있었던 것
이었다. 

2. 산학원본: 개방과 산목 계산 

          박율의 아들 박두세朴斗世(1650-1733)에 의하면 아버지 사후에 아 

20) 후술할 최석정의 서문을 참고하라.
21) 조태구, 주서관견, 193.
22) 홍대용, 주해수용, 455-471. 
23) 황윤석, 산학입문, (한국과학기술사자료연구대계: 수학편 제3책, (여강출판사, 

1985)), 272-273. “算學啓蒙之天元一, 數理精蘊之借根方, 名異而實同也.” 차근방과 천
원술에 대해서는 5장을 참조하라. 

24) 황윤석, 산학본원, 219. “蓋原本啓蒙之階梯, 而吾此書又原本之階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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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산학원본의 첫 장. ‘구고지분
句股之分’이란 표제어 밑에 대각선이 그려
진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의 그림으로 시
작하는데 양휘산법 ｢속고기적산법｣에 
동일한 그림이 있다. ‘구고지분’이란 구고, 
즉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여러 지분, 즉 분
수형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으
며 상편에서 다루고 있다. 중편, 하편에서
는 원과 관련된 문제까지 범위가 넓어지
면서 천원술이 등장한다. 박율, 산학원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718-18), 7.]

버지가 쓴 몇 권의 산서를 최석정에게 보였는데, 최석정은 그 중 산원算原이란
한 권을 꼽아 산학算學의 원본原本이라고 추켜세우며 다음과 같이 극찬이 담긴 
서문을 써주었다고 한다.25)

구장산경九章算經에서는 ‘지분之分’(분수)을 모든 편의 앞머리에 놓았으
니 옛사람이 산을 사용하는[用算] 데 있어 긴요한 것, 혹 산을 시작하는[開
算] 문호로 여겼다. [분수와 관련된] 법이 진실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방’ 분야로 말하면 송정松庭 주세걸이 천원을 세웠으니 가장 깊다[深]고 
일컬어졌다. 지금 이 책은 구장의 모든 편에서 그 통분通分하여 회극會極
하는(서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모으는) 오묘한 이치를 밝혔
다. 천원술에서도 역시 주씨가 밝히지 못한 바를 탐구하고 순서를 지시함이 
아주 상세하다. 양자揚子가 [“解嘲”에서] 말한 “섬세함이 결이 없는 데에 들

25) 박두세의 발문에 의하면, 박율이 쓴 산서에는 『算學啓蒙』, 『算原』, 『七政內外
篇』, 및 『啓蒙發蒙』 등이 있었다. 산학원본, 143-145. “所著述有算學啓蒙, 算原, 
七政內外篇, 及啓蒙發蒙等書, 而不幸早世, 而未及脫稿. 不肖等時尙少, 未能得受其萬一, 
求之世, 又無解此法者. 聞今明谷崔相國邃於此. 就質之, 相公覽之訖, 謂不肖曰, 諸篇中筭
原最約, 易謀入梓, 且其書旣要而奧, 爲算學原本, 餘皆此書之支流也. 不可不廣其傳以俟後
之知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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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거의 이것을 말
함이다.26) 

최석정이 말했듯이 박율의 산학원본은 천원술과 개방의 분수 형태에 집중한 
산서이다. 그리고 이 계산법을 위해 사용한 수학적 대상은 모두 구고句股와 방원
方圓, 즉 직각삼각형과 원, 정사각형이었다. 즉 이 도형들의 변이나 면적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을 작성하고 그 풀이법을 서술한 것이다. 
          박율은 산학원본 상권 첫머리에 [그림4-1]과 같이 구고句股와 방
원方圓 그림을 싣고 구고술, 즉 오늘날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만들어 제시했다.  그러므로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답의 수치를 알기 위해선 마
지막으로 개방이 필요한 문제들이었는데, 그는 3장에서 본 산원들의 산서나 구
수략, 주해수용 등의 유학자 산서가 개방법에서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을 
제시한 것과 달리 답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근사해를 구하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숫자를 개방해서 근사해를 얻는 데에서 멈춘 것이 아니
라 난이도를 더 높여 근사해를 다시 제곱하여 원래 제곱값이 나오도록 하는 것
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구를 , 고를 , 현을 라고 한다면,      관계를 
통해 , 가 주어졌을 때 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가 
아니라 근사해라고 하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문제에서 그 근사해와 를 안다
고 했을 때 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즉 바로 앞에서 답으로 나왔던 근사해를 
다시 다음 문제의 조건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고안했다. 이런 구성의 특
성상 총 39개의 문제들은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묶음 중 현대 독자들에게 다소 마음에 걸릴 만한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10번째 문제에서 14번째 문제까지는 모두 바로 앞 문제들에서 
나온 근사해를 다시 문제의 조건에 넣어서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26) 최석정, 산학원본. “산학원본서” 1. “九章列之分於諸篇之首, 而古人以爲用算之喉襟, 
或以爲開算之戶牖. 其法誠有難解者. 至於開方一門, 松庭朱世傑立天元, 號爲最深. 而今此
書於九章諸篇, 發其通分會極之妙. 立天元一法, 亦探朱氏之所未闡, 而指次甚詳. 揚子所
云, 纖者入無倫, 殆是之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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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구해야 하는 답
(문10)  

 ,      



(문11)  ,   


  

 ,   


(문12)  
 ,   


  

(문13)  
 ,   


  

(문14)  
 ,      

   

[표4-1. 박율의 산학원본 중 ‘구고지분’ 일부 문제의 재구성. 예를 들어 10번째 문제에
서 답은 근사해로 나오게 되는데, 그 근사해를 다시 11번째 문제에서 사용했다. 이때 구
체적인 값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와 현은 상동上同”이란 식으로 처리했다. 문제의 
번호는 본문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였다.]

          그런데 11번째 문제는 에 대한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게
다가 그것은 소수나 분수처럼 같은 수치이면서 다른 양태를 지닌 것이 아니라 
명백히 다른 값으로 보이는 답이었다. 현대 독자라면 근호(root, 현대 수학 기호
로 )로 표현될 문제를 풀면서 혹여 답이 두 개가 나온다면 어떤 것이 ‘정답’
에 가까울지 고민하겠지만, 박율은 이런 고민 없이 두 수를 각각 다시 제곱하여 
원래의 제곱값을 찾아내는 것에 골몰했다. 
          박율이 산학원본에서 보여준 이런 특징, 즉 근사해를 구하고 다시 
그것을 제곱하여 원래의 제곱값을 찾아내는 문제들이 당시의 다른 산서와 얼마
나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박율보다 조금 후대 유학자인 조태구가 제시했던 근사
해 문제를 풀어보자. 주서관견의 “소광少廣”의 8번째 문제와 9번째 문제는 모
두 “

 를 개방하라”는 문제로 현대 용어를 빌린다면 



  를 구하는 
문제다.27) 조태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르게 풀었는데,  8번

27) 조태구, 주서관견, 71-72. “今有方積一百六十二尺十六分尺之九. 問方面. 答, 十二尺



- 129 -

[그림4-2. 주서관견 “소광” 8번째 문제 풀이 중 개방법의 재구성. 2601을 실로, 1을 우
로 하는 개방법을 실행하되 가장 마지막에 실이 모두 없어지므로 답은 51로 적는다. 즉 
  을 푼 후 답 51을 얻는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은 


 

 이 된다.]

[그림4-3. 주서관견 “소광” 9번째 문제 풀이 중 개방법의 재구성. 2601을 실로 16을 우
로 하는 개방법을 실행하되 가장 마지막에 실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근사해를 구하게 된
다. 이때 근사해는 몫의 자리에 있는 12는 정수로, 나머지 실 297은 분자로, 384와 16을 
더한 400을 분모로 삼게 되는데, 그 결과 최종적인 답은 

 이 된다. 즉   
를 풀어 근사해 

 을 얻는 것이다. ]

째 문제의 풀이법은 














 를 계산한 후 위의 
분자 를 풀기 위해 2601을 실로, 1을 우법으로 삼는 개방법을 실행하여 
나온 답을 4로 나누는 방법이다. 반면 9번째 문제의 풀이법은  










 에서 2601을 실로, 16을 우법으로 삼는 개방법을 풀었다. 현

四分尺之三.”   “今有方積一百六十二尺十六分尺之九. 問面. 答, 十二尺四百分尺之二百九
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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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정식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8번째 문제는   을 푼 후 나온 답을 4

로 나누면 되고, 9번째 문제는   를 풀면 되는 것이다. 이 두 문제를 
산목을 이용한 개방법을 이용하여 [그림4-2], [그림4-3]과 같이 푼다면 두 문제의 
답은 각각 

 , 즉 
 과 

 이 된다. 

          근사해를 구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양휘산법의 방법과 동일하며 산
목 배치의 시각적 특징을 대단히 세련되게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8) [그
림4-3]을 예로 든다면 가장 위에 놓인 몫(12)은 정수로 삼고, 실의 나머지(297)는 
분수의 분자로, 그리고 밑의 염법, 우법 등에 남아있는 산목들은 그냥 다 더해서
(384+16=400) 분수의 분모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조태구는 개방에서의 근사해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여기서 멈추었지
만 조태구보다 먼저 산서를 썼던 박율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더 많은 문제를 다
루었다. 전술했듯이 박율은 근사해를 다시 제곱하여 원래 제곱값을 얻는 문제들
을 만들었는데, 황윤석이 산학본원에서 정리한 일반적 용어로 간단히 설명하자
면, 근사해를 가분수로 고친 후 가분자 부분을 제곱하고, 근사해 분수의 분모에
서 분자를 뺀 수와 분자를 곱한 수를 더하면 제곱값의 분자부분을 얻게 된다.29) 

[그림4-3]의 문제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래 제곱값을 얻는
다. 

          


   ×



 

 .

28) 이 방법은 현대 수학의 용어를 빌자면 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근사해를 구하
는 것의 일종이다. 만약 제곱근을 예로 들면   을 풀어야 할 경우,   
라는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해인데, 해에 가까운 대강의 직선을 그어 답
을 구하는 방법이다. 박율과 조태구의 근사해에 대한 현대 수학적 설명 및 근사해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는 Sung Sa Hong, Young Hee Hong, Chang Ill Kim, 
“Approximate Solutions of Equations in Chosun Mathematics,”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5(3) (2012), 1-14가 크게 참조된다.  

29) 황윤석, 산학본원 (한국과학기술사자료연구대계: 수학편 제3권 (여강출판사, 
1985)), 224.  “楊輝算法曰, 再求積數還元術曰, 置方面全步, 以分母通之, 倂入分子, 自
乘於上. 又以分子減分母, 餘以分子乘之得數, 倂入上位爲實. 商除還元, 無比一段, 以分母
自乘爲法. 實如法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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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양휘가 “다시 제곱값[積數]을 구하는 환원술”[再求積數還元術]로 소개
한 방법과 동일했으며 이 방법 역시 산목 계산의 마지막 포산 과정에서 쉽게 계
산할 수 있다. [그림4-3]의 마지막 산목 배치도에서 몫인 12를 제곱하고, 실의 
남은 부분인 297을 우법인 16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므로 개방식에서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이나 그 근사해에서 다시 원래 제곱
값으로 돌아가는 방법 모두 산목의 물리적 배치의 특징을 영리하게 이용한 것임
을 알 수 있다.30) 

           사실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이나 제곱값으로 환원하는 계산법뿐만 아
니라 [그림4-1]에서 보았던 산학원본 첫머리의 그림은 모두 양휘산법에 그대
로 실려 있었다.31) 그러나 양휘가 구고 방원 그림을 제시한 후 여러 가지 구고와 

30) 현대 수학 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우법이 , 실이 인 개방식을 생각한
다면 구해야할 방정식이    ≠ ≠이다. 이때 근사해는 
≈

 , 는 정수가 된다. 이때 편의를 위해  ,   로 
정의한다면 ≈

 이다. 다시 원래의 제곱값으로 돌아가기 위한 식을 적용한다면 
근사해를 가분수로 고쳐 분자 를 얻고 분자와 분모에서 분자를 뺀 값을 곱하니 
결국 

                
 

 

 



그러므로 맨 마지막 식에서 근사값을 내는 마지막 배치도에서 우법이 , 상(몫)은  , 남
은 실은 인 셈이다. 현대 수학 용어는 독자들이 홍성사, 홍영희, 김창일의 앞의 논문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 ≠와 근사해 ≈

 , 는 
정수 등의 조건에서 기호를 동일하게 만들었다. Sung Sa Hong, Young Hee Hong, Chang 
Il Kim, 앞의 논문. 
31) 양휘, 양휘산법,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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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성된 6개의 문제들을 풀면서 근사해를 구하고 다시 제곱값으로 환원하
는 방법을 적용한 후 곧장 구고 측량 문제로 넘어간 것에 비해 박율은 이들 환
원된 제곱값을 계속 연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32) 

          박율이 개방법에서 오로지 숫자들의 환원 관계에만 몰두한 사실은 무
엇을 의미할까? 양휘가 ‘환원’이라 부른 근사해와 제곱값의 관계는 1장에서 보았
던 곱셈과 나눗셈 간의 환원 관계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곱셈과 나
눗셈이란 한 쌍을 통해 하나의 숫자가 곱셈을 통해 다른 숫자가 되고, 그 다른 
숫자가 나눗셈을 통해 원래 숫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근사해와 제곱값의 관계는 
제곱값에서 근사해를 구하고 그 근사해에서 다시 원래 제곱값으로 돌아가는 것
이다. 양휘의 ‘환원’은 덧셈과 나눗셈이란 셈법을 거쳐 서로 교환이 되는 두 수
의 관계였다면, 박율의 ‘환원’은 개방술의 근사값을 통해 서로 교환이 되는 구, 

고, 현이란 세 수의 관계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그의 산학을 더욱 최석정의 산학과 비슷하게 해
준다. 두 유학자에게 어떤 셈법이나 알고리즘은 꼭 답을 내기 위한 계산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가 일련의 변화를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
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두 수의 관계일 경우에도, 세 
수의 관계일 경우에도 모두 일정한 순환을 거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했으므
로 음양이나 사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박율
이 작성했다는 여러 가지 산서, 산학계몽이나 역산에 관련된 산서들보다 이런 
유형의 산학이 담긴 산학원본을 최고로 평가한 최석정의 선택을 보아도 두 유
학자의 산학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33)

          개방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박율의 특징은 동시대에 산
원이었던 경선징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경선징이 묵사집산법의 개방
술 문제는 분수가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근사해를 취급
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형식으로 답을 내는 것을 제시했었으며, 구고술 역시 구, 

고, 현의 순환이 아니라 구고를 이용한 측량을 “측량고원문測量高遠門”에서 다루
32) 구고 측량 문제에 대해서는 오영숙,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구고에 대한 이해”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를 참조하라.
33) 주25의 박두세의 발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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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불과했다.34) 홍정하 역시 “구고호은문句股互隱門”에서 근사해를 다루거
나 구, 고, 현이 순환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았으며 구, 고의 합이 주어진 경우나 
구, 현의 차가 주어진 경우 등과 같은 사례를 다루었을 뿐이었다. 개방법을 다루
면서 답으로서의 근사해가 아니라 구, 고, 현의 순환관계, 즉 세 수들의 관계를 
나타나는 데에 집중한 박율의 면모는 그가 천원술을 인식하는 방법에서도 그대
로 이어졌다. 그는 천원술을 이용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답을 구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개방식과 관련된 계수들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에게 천
원술이란 셈법은 분수 형태의 다양한 계수들 간의 관계를 강조해서 개방식을 만
들어내는 알고리즘, 즉 계수들의 관계가 보여주는 규칙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3. 산학원본: 박율의 천원술35)  

박율의 천원술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원율圓率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의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다소 세부적 주제어들만 나열했던 산학원본에 명료한 제목을 붙여 
적절한 분류를 시도한 황윤석에 의하면, 박율의 천원술은 하권에서 시작된다.36) 
하권은 우선 [그림4-4]와 같이 오늘날의 표와 비슷한 그림으로 시작한다. 이 표
에서 ‘고원古圓’, ‘밀원密圓’, ‘휘원徽圓’이라고 불린 것은 다음 세 가지의 원주율
을 뜻한다. 원주율은 원 둘레와 지름의 비례로 표현되었는데, ‘고법古法’을 따르
는 ‘고원’의 경우 원 둘레가 3척이면 지름은 1척, 조충지祖沖之(429-500)가 제

34) 경선징은 묵사집산법 중 “開方解隱門”의 서른 세번 째, 서른 네번 째 문제에서 나누
어 떨어지지 않는 개방식을 다루면서 오늘날의 무한소수형식만 제시하고 있다. 경선징, 
묵사집산법, 353-354. 3장의 주 40 참조. 

35) 3절과 4절은 필자가 2019년 한국과학사학회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오영숙,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천원술: 산학원본과 산학본원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사학회지 제41권 제3호 (2019), 387-415.

36) 황윤석은 박율의 산학원본의 원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지만 자신이 새로 제목
을 지어 나름의 분류를 시도했다. 황윤석이 산학원본의 상권, 중권(2절에서 설명한 
부분)에 붙인 제목은 ‘直方圓率’로 박율이 붙인 원래 제목 ‘開方之分’은 작은 글자로 주
석으로 삼았으며, 하권에 붙인 첫 제목이 ‘天元一術’이었다. 산학본원, 21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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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산학원본 하권 도입부분. 산학원본, 65-66.]

[표4-2. [그림4-4]를 표로 재구성. [그림4-4]에서 세로로 된 것을 현대 독자들이 읽기 쉽
도록 가로로 배치했다.]

시한 것으로 알려진 ‘밀률密率’을 따르는 ‘밀원’의 경우는 원 둘레가 22척이면 지
름은 7척, 유휘劉徽(3세기 말 활동)를 따르는 ‘휘원’의 경우 원 둘레가 157척이
면 지름은 50척이었다.37)

37) 이 수치들은 사실 동아시아에서 그 이전 천여 년 동안 계속 사용해온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옛[古]” 방법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九章算術』본문에서부터 이미 등장했으며, 

고원古圓 경徑 1 경徑 4단段 (경1의 4배)
원圓 3 주周 12단 (원3의 4배)

[고古]입원立圓 경 1 경   16단 (평경4단의 자승)
원 9(평3의 自乘) 주   48단 (평주12단의 4배)

밀원密圓 경 7 경   28단 (경7의 4배)
원 22 주   88단 (원법22의 4배)

[밀密]입원立圓 경 7 경  784단 (28단의 자승)
원 484(원법22의 自乘) 주  352단 (88단의 4배)

휘원徽圓 경 50 경  200단 (경50의 4배)
원 157 주  314단 (반원법의 4배)

[휘徽]입원立圓 경 50 경  40000단 (200단의 자승)
원 24649(157의 自乘) 주  1256단 (314단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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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2]는 [그림4-4]를 보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앞
에 있는 ‘고원’인 경우 경徑, 즉 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 즉 원주圓周가 3이라
는 것은 고법의 정의에서 나온다. 오른쪽의 “경 4단, 주 12단”이라는 숫자를 이
해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관계식을 알아야 한다. 

만약 정사각형의 한 변[平方面]과 고원古圓의 지름[古平徑]이 같다면 정사각형의 넓
이[平方積] 3개와 고원의 넓이[古平積] 4개 역시 서로 같다. 
만약 정사각형의 한 변[平方面]과 고원古圓의 둘레[古平周]가 같다면 정사각형의 넓
이[平方積] 1개와 고원의 넓이[古周積] 12개 역시 서로 같다.38)

이 관계를 삼차원의 도형, 즉 구를 뜻하는 ‘입원立圓’으로 확장했을 경우는 다음
과 같다. 

만약 정육면체의 한 변[立方面]과 고법을 따르는 구의 지름[古立徑]이 같다면 정육
면체의 부피[立方積] 9개와 구의 부피[古立積] 16개 역시 서로 같다. 
만약 정육면체의 한 변[立方面]과 고법을 따라는 구의 둘레[古立周]가 같다면 정육
면체의 부피 1개와 구의 부피[立周積] 48개 역시 서로 같다.39)

우선 고법을 따르는 원, 즉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례로 만들어진 1과 3이란 숫
자에서 시작한다면 모두 세 쌍의 숫자들이 유도된다. 첫째, 이차원 평면에서의 
면적들을 위해서는 지름 1의 4배, 둘레 3의 4배로 경, 주라는 새로운 변수에 해
당하는 숫자들을 찾는다. 이 부분은 [표4-2]에서 “고원 1, 3”으로 표시된 부분의 

263년 구장산술 주를 작성했던 劉徽가 제안한 수치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새로운
[新]”이란 형용사가 관용어처럼 붙어서 사용되었다. 5세기 남북조 시대에 활동한 祖沖
之는 “約率”, 즉 “대강의 비율”로 원 둘레가 22일 때 지름 7을, “密率”, 즉 “정밀한 비
율”로 원 둘레가 355일 때 지름 113을 제시했는데, 唐 李淳風(602-670)이 구장산술
에 또 다른 주를 붙이면서 “약률”을 “밀률”로 부른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산서에서 같은 
명명법이 계속되고 있었다.

38) 산학원본, 66-67. “如平方面古平徑適等, 則三箇平方積四箇古平積亦與之適同. 如平
方面古平周適等, 則一箇平方積十二箇平周積亦與之適同.” 

39) 산학원본, 67. “如立方面古立徑適等, 則九箇立方積十六箇古立積亦與之適同. 如立方
面古立周適等, 則一箇立方積四十八箇立周積亦與之適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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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표시된다. 둘째, 삼차원 공간 상의 입원을 위해서는 원래 고법의 원주
율인 1과 3에서 둘레만을 제곱하여 1과 9라는 숫자를 얻는다. 이 부분은 [표4-2]

에서 “고원 1, 3”으로 표시된 부분의 아래쪽에 표시된다. 셋째, ‘입원’의 부피를 
위해서 첫째 부분의 지름을 제곱하고 둘레를 4배한다. 이 부분은 [표4-4]에서 
“고원의 입원 1, 9”로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에 표시된다. 그가 숫자들을 읽어내
는 방식을 현대적인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만약 원의 지름과 정사각형의 한 변이 같다면, 정사각형 면적의 3배와 원의 면적의 
4배가 같다. 

만약 원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한 변이 같다면, 정사각형 면적의 1배와 원의 면적의 
12배가 같다. 

만약 구의 지름과 정육면체의 한 변이 같다면, 정육면체 부피의 9배와 구의 부피의 
16배가 같다. 

만약 구의 둘레와 정육면체의 한 변이 같다면, 정육면체 부피의 1배와 구의 부피의 
48배가 같다. 

 

원, 혹은 구의 지름을 , 원의 둘레를 , 원의 면적을  , 구의 부피를 라고 하고, 

원의 지름과 둘레가 고법을 따를 때,

   ;    .    ;    .

즉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들은 원의 지름 , 둘레 과 원의 면적  , 구의 부피 
를 구할 수 있는 기본 관계식인 셈이다.40)  

          그리고 이와 똑같은 과정은 고법뿐만 아니라 밀률, 휘술에 의한 비율
을 적용해야 하는 원, 구에 대해서도 되풀이된다. 특히 표가 기록된 방식을 살펴
보면 박율이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고법의 평원, 입원에 속하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숫자들의 쌍, 예를 들어 평원에서 3, 4로 이루어진 쌍과 1, 

12로 이루어진 쌍, 입원의 경우 9, 16으로 이루어진 쌍과, 1, 48로 이루어진 쌍

40) 산학원본 하권의 수학적 내용은 김영욱, 홍성사, 홍영희, 앞 논문, 10-14를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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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위의 관계식이 표현했다. 그러므로 밀률, 휘술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표를 완성한다면 굳이 각각 번거로운 유도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고도 
표의 숫자들만의 배치를 이용하여 비율 관계에 대한 규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41) 그러므로 이 숫자들 간의 관계는 “리의 추세[理勢]”로 “자연自然”스럽고, 

사람이 억지로 배치한 것이 아니었다.42) 물론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부르는 
명칭 자체에 유휘와 조충지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지
만 일단 이 사람들이 제안한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만 정해진다면 그 숫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과 구의 여러 변수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
러므로 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복하여 서로 비교해본다면” 그 “원리[義]”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다.43) 

          앞의 표를 제시한 이후 박율은 ‘천원’이 포함된 식을 제곱, 세제곱할 
때 숫자들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앞선 3절에서 살펴본 홍정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완전제곱식에 대한 설명과 비슷
하다. 그러나 그는 홍정하와 조금 다르게, 변고통원辨古通源에 수록된 방법이
라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44) 

만약 평방平方이라면 1을 우로 삼고, 위에 상(몫)으로 1을 놓자. 상을 우에 
곱하면 1을 얻으니 [이것이] 방법이 된다. 상을 방[법]에 곱하여 실에서 뺀
다. 다시 상을 우에 곱하여 1을 얻어 [이전의] 방법에 더하면 방법은 정확
하게 2가 된다. 이것이 바로 평방, 평원의 제2위位를 두 배하는 원리이
다.45)

41) 휘술의 경우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냥 ‘원법’이 아닌 ‘반원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는 뒤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에서 계수의 분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쉽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박율의 표는 계산의 편이성을 높여 
계산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 공헌을 했을 것이다. 

42) 산학원본, 66. “古徽密平立周徑段數, 乃是理勢之自然, 不是人安排做出來.” 
43) 산학원본, 68. “反覆參考, 則平立周徑分段之義, 不難曉矣.”
44) 변고통원은 현존하지 않지만 몇 가지 내용은 양휘가 자신의 산서에서 인용함으로써 

전해지고 있다. 박율 역시 양휘의 산서에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산학원본, 68-69. “假如平方, 以一爲隅, 上商置一. 商命隅得一爲方法. 商命方除實. 

又商命隅得一, 加入方法, 則方法正得二. 此卽平方平圓第二位倍之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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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방立方이라면 1을 우로 삼고, 위에 상(몫)으로 1을 놓자. 상을 우에 
곱하면 1을 얻으니 [이것이] 염법이 된다. 또 상을 염[법]에 곱하여 1을 
얻으니 [이것이] 방법이 된다. 상을 방[법]에 곱하여 실에서 뺀다. 또 상을 
우에 곱하면 1을 얻으니 [이것을 이전의] 염법에 더하면 [염법으로] 2를 
얻는다. 상을 염[법]에 곱하여 2를 얻고 [이것을 이전의] 방법에 더하면 3
을 얻는다. 다시 상을 우에 곱하여 1을 얻고, [이것을 이전의] 염법에 더하
면 [염법으로] 3을 얻는다. 방법은 바로 제2위이고 염법은 바로 제3위이다. 
이것이 입방에서 제2위, 제3위를 세 배하는 원리이다.46)

          박율의 서술은,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던 홍정하의 ‘명승방식’과 ‘명개
방대종식’과 거의 흡사하여 증승개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다만 [그림4-5]에서 
보듯이 피제수(현대적인 용어로는 피개방수47))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다만 추상적인 문자 ‘실實’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몫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1’이
라는 산목으로 대신했다. 

          이어서 그는 “삼승방三乘方(네제곱)의 제2위에서 4를 곱하고, 제3위에
서 6을 곱하고, 제4위에서 4를 곱하는” 이유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설명한 후 
“사승방四乘方(다섯제곱) 이상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여 이 방법이 아무리 높은 제곱이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48)

          앞서 설명한 표와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의 계수를 얻는 방법, 이 두 가
지가 박율이 구체적인 천원술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시한 사전 산학 지식이었다. 

이 지식들이 숫자 간의 관계만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주목해보자. 첫 번
째 표에 담긴 산학 지식은 특정한 원주율로 두 숫자가 주어진다면 그들 간의 적  

46) 산학원본, 69. “又如立方, 以一爲隅, 上商置一. 商命隅得一爲廉法. 又商命廉得一爲方
法, 商命方除實. 又商命隅得一, 加入廉法得二. 商命廉得二, 加入方法得三. 又商命隅得一, 
加入廉法得三. 方法卽第二位也, 廉法卽第三位也. 此則立方第二第三位三之之義也.”  

47) 현대 수학에 ‘피개방수’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순나눗셈과 
개방간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일원고차방정식의 상수 부분을 ‘피개방수’로 
부른다면 현대 수학의 ‘피개방수’ 의미와 상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에서는 ‘피개
방수’ 대신 ‘피제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48) 산학원본, 70. “其四乘方以上, 皆可類推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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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산학원본의 완전제곱식을 전개할 때의 계수들을 구하는 설명의 재구성. 위는 
이차완전제곱식, 아래는 삼차완전제곱식이다. 증승개방법에서는 위와 아래의 그림에서의 
②부분에 실實, 즉 피제수가 놓이며, 위의 그림에서 ④, 아래의 그림에서 ⑤에는 우隅, 즉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놓이며, 두 그림 모두에서 ①은 상商, 즉 몫이 놓이는 부분이다. 
증승개방법의 경우 실의 숫자가 점점 작아져 없어지면서 몫이 나오는데, 실의 숫자가 변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A, A’로 표시했다. 박율은 이 설명에서는 상과 우를 1로 고정하
고 실을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의 계수를 도출했다.]
 

절한 곱셈을 통해 원의 지름과 둘레, 원과 정사각형의 면적 관계, 구와 정육면체
의 부피 관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생산해 내는 방법이었으며, 뒤의 경
우는 제곱, 세제곱을 비롯하여 어떤 차원의 제곱이 주어지더라도 제곱식의 계수
들을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사전 작업을 거쳤다면 우리는 이제 박율이 제시한 첫 번째 천원
술 문제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평원平圓, 평방平方, 입방立方, 삼승방三乘方, 사승방四乘方이 있어 다섯 개
의 적積을 모두 더하면 1,363척을 얻는다. 다만 네 가지 방면方面(모서리)
은 모두 같고, 원경圓徑은 방면方面보다 2척 더 작다고 한다면 각각은 얼마
인가?49) 

49) 산학원본, 70. “今有平圓平方立方三乘方四乘方, 五段共積一千三百六十三尺. 只云四
色方面適等, 而圓徑少方面二尺. 問各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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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천원을 원의 지름으로 잡는다. 이것을 라 
하면, 모서리는 원의 지름보다 2척이 크므로  가 된다. 다섯 개의 ‘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지름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모서리를 알 
때 그것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모서리
가  일 때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에 해당하는 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고민 없이 우리는 앞서 익힌 두 번째 사전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의 지름을 알 때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전 지식으로 돌아가서 고법에서는 지름 제곱의 3배와 
원 넓이의 4배가 같음을 사용하면 된다. 물론 문제에는 다섯 개의 적을 합하면 
1363이라고 했지만 박율은 기왕에 원의 넓이의 4배에 해당하는 수를 우선 구할 
수 있었으므로 나머지 4개의 적을 4배하여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
의 넓이 구하기, 즉 원의 지름을 제곱하여 3을 곱한 후 다시 4로 나누는 계산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복잡한 분수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박율은 이러한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 풀이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여러 가지 식들 중 최고차항의 계수인 우가 1이 아닌 몇 가지 경우를 세분
하여 정리했다. 우선 첫째 표는 우가 1보다 큰 자연수인 경우의 평방, 입방, 삼
승방 등을 [그림4-6]처럼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표에서는 “삼분지이三分之二, 
사분지삼四分之三의 부류”라 부르는 부분을 [그림4-7]처럼 정리했다.51)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계수들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작은 글자들로 다른 표의 어
느 부분으로 가야할지 지정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  의 제곱, 세제곱의 전
개식의 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대신 2로 각 항을 나눈  의 정보가 담긴 
표를 찾아봐야 한다. 이 세 번째 표는 바로 뒤에 연이어 나오는 [그림4-8]의 표
로 우가 일분반一分半(1.5)이나 이분반二分半(2.5) 등으로 제공될 경우이다.52) 

50) 바로 이 특징이 3장에서 설명했던, 분모가 차지하는 공간을 늘리지 않기 위해 분자들
만 먼저 계산을 하는 산목 계산의 특징 중 하나이다. 

51) 산학원본, 72. “二分以上爲隅, 則平方第二位, 立方第二第三位, 加倍之法, 如何. 曰如
左”; 80. “三分之二, 四分之三之類, 如何取用, 曰如左.” 

52) 산학원본, 83. “一分半, 二分半等爲隅, 則平立方, 加倍之法, 如何. 曰如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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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산학원본 하권에서 ‘우’가 2이상의 자연수인 경우. 오른쪽 면의 “이분이상위
우二分以上爲隅”에서부터 시작되며, 윗줄에서 ‘이분二分’, ‘삼분三分’, ‘사분四分’ 등은 순서
대로  ,  ,   등을 의미하고, ‘이분’의 아래로 ‘평방’, ‘입방 이위’, ‘입
방 삼위’란   에서의 두 번째 항의 계수인 4, 
  에서의 두 번째 항의 계수인 6, 세 번째 항의 계수인 12를 
의미한다. ‘우’의 앞에 ‘이’가 아니라 ‘이분’이라고 표시하는 까닭은 산학원본의 앞부분에
서 
 라는 분수를 “분지”라 읽으며 혹 분모를 곱할 경우에는 “분(分)”을 곱한다고 표

현한 것에서 기인한다. 가운데 면의 “이분이상위우”에서는 네제곱식을 다루며 이분, 삼분, 
사분 등의 순서는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고, 이분의 아래로 삼승방 ‘이위’, ‘삼위’, ‘사위’
란 네제곱식인   에서의 두 번째 항의 계수인 8, 세 번
째 항의 계수인 24, 네 번째 항의 계수인 32를 의미한다. 박율, 산학원본, 72-74.]

[그림4-7. 산학원본 하권에서 
‘삼분지이三分之二, 사분지삼四分
之三과 같은 종류’를 나타내는 부
분. ‘삼분지이’ 밑에는 ‘일분반’, ‘사
분지이’ 밑에는 ‘이분지일’, ‘사분지
삼’ 밑에는 작은 글씨로 “除不盡通
分” 즉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통분
하라”고 쓰여 있다. 박율, 산학원
본,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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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산학원본 하권에서 
우가 1.5, 2.5 등인 경우를 나타
내는 부분. 박율, 산학원본, 
83-84.]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우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1.5, 2.5, 1.25, 1.2, 3.5, 1.75 등
의 순서로,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위의 두 번째 표에서 참조되었던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약  의 제곱, 세제곱의 전개식의 계
수를 알기 위해서는 대신 2로 각 항을 나눈  의 정보가 담긴 첫 번째 표
를 찾아보고 적당히 2를 곱하거나, 2의 제곱, 혹은 2의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특징은 그가 책의 지면에 수들을 나열한 
모습이다. 박율은 각각의 수를 기록하면서 숫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유지함으로써 마치 오늘날의 ‘표’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런 형태는 흔히 이야기되
는 표의 장점, 즉 이미 계산된 수를 제시함으로써 계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다.53) 직접 산목을 나열하고 조작하여 제곱이나 세제

53) 캠벨-벨리, 크로큰, 플러드, 롭슨 등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표의 역사에 대한 저술에
서 표에 기록된 데이터의 생성 방법과 표의 사용 목적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따라 표
를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데이터의 생성 방법으로는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표인지 “이론적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표인지를 구분하고, 표의 사용 목적으로
는 다른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는(used as calculating aid)” 표인지 아니면 마
치 기차의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시간을 기록한 표처럼 그 스스로 목적이 충족되어 
다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used to present data)” 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박율이 제시한 표는 다른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 “이론적 데이터로 계산된” 표
에 속한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표들의 특징 중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나 개인적 믿음 등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Martin Campbell-Kelly, Mary Croarken, Raymond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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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네제곱 등을 수행해야만 할 경우 그 때마다 앞서 설명했던 증승개방법의 알
고리즘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미 작성된 표를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절
약할 수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54)

          그러나 박율의 천원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율은 ‘정제된’ 형
태를 지니지 않은 천원술을 산학원본의 끝 부분에 제시했다. 그는 ‘최분衰分’이
란 이름 아래 다섯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춘신군春申君 [황헐黃歇]이 종약장從約長이 되어 진秦을 칠 때 병사를 점
호했는데, 모두 1,234,507인을 얻었다.55) 다만 조趙[의 병사 수는] 초楚의 



 , 위魏[의 병사 수는] 조의 
 , 한韓[의 병사 수는] 위의 

 , 연燕[의 

병사 수는] 한의 
 라고 한다면, 다섯 나라의 군인 수는 각각 얼마인가?56) 

술術: 천원 1을 세워 초[의 병사 수]로 삼는다.  [천원]1을 2로 나누어 
조의 [병사 수]로 삼는다.  [천원]1을 4로 나누어 한의 [병사 수]로 삼
는다.  [천원] 1을 5로 나누어 연의 [병사 수]로 삼는다.  [초, 조, 
한, 연의 네 나라의 병사 수]를 더하여 1분 95를 얻어 왼쪽에 놓는다. 3으
로 나누기를 [분모가 3인] 분수의 분자로 나타내면 1이 나오는데, 이 수를 
위의 병사 수로 삼는다.  위의 [병사 수의] 분모 3을 왼쪽에 놔두었던 수
에 곱하여 5분 85를 얻는다. [이것을] 위나라 분자 1에 더하여 6분 85를 
얻고 법으로 삼는다. 총 군인의 수(1234507)을 늘어놓고 분모 3을 곱하여 
얻은 수가 실이 된다. 실을 법으로 나누어 초나라 [병사 수]를 얻는다.57)

and Eleanor Robson, eds., The History of Mathematical Tables: From Sumer to 
Spreadshe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5. 

54) 박율은 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개방식을 전개하여 계수를 구하는 부분을 
“除不盡通分之類”로 구분하여 뒤에 싣고 있다. 산학원본, 90. 

55) 戰國 시대에 秦나라에 대항하여 趙, 楚, 魏, 韓, 燕, 齊의 여섯 나라가 남북을 연결하
는 합동 작전을 펼친 것을 “從約”이라고 한다. 春申君 黃歇이 종약장이었을 때 제나라
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에서는 다섯 나라만 나온다.

56) 산학원본, 133. “春申君爲從約長伐秦, 點兵得一百二十三萬四千五百七人. 只云趙如楚
二分之一, 魏如趙三分之二, 韓如魏四分之三, 燕如韓五分之四. 問五國軍人各幾何.” 

57) 산학원본, 134-135. “術曰, 立天元一爲楚,   二而一爲趙,  四而一爲韓,  
五而一爲燕,     倂之得一分九五寄左. 三而一通分內子, 得一爲魏,   又以魏分母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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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현대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를 초나라 병사 수로 잡는다면, 
조나라 병사 수는 


  , 위나라 병사 수는 


, 한나라 병사 수는 




   , 연나라 병사 수는 


  가 된다. 이 중 분수로 표현된 위나라

가 아닌 나머지 네 나라의 수를 더하여 를 얻은 후 다음과 같은 식을 풀어
야 한다.

           

   

×
  . 

이 분수식을 풀기 위해 3을 곱한 후 대신  ×  ×을 구한
다. 즉 를 구하기 위해서는 3703521을 6.85로 나누는 셈법을 행하면 된다.
          박율의 이런 계산 기법은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에서 벗어난 것으로, 2
장에서 살펴보았던 네 번째 과정, 즉 ‘상소’를 통해 개방식을 얻는 과정이 없다. 
그는 현대의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천원으로 지정하여 산목 한 개를 놓음으로
써 계산의 시작을 선언한 후, 최분이라는 다른 셈법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가와
하라는 일찍이 박율이 최분에서 천원술을 사용했음에 주목하였지만, “천원술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기어이 ‘천원일을 세워서’ 천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전통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산술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경우이고 또한 수리 전개상 유별난 짓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
고 논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물
론 바로 뒤에 “그러나 아무리 기묘하더라고 천원일이란 미지수를 가리키기 위해
서 고안된 기호에 불과하고 따라서 박율의 해석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오류가 없
다. 그 뿐만 아니라 초학자에게는 천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뛰어난 설명 기법
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가와하라에게 이 경우는 여전히 하나의 예외

因寄左, 得五分八五, 加入魏一分, 得六分八五爲法. 列軍總, 又以分母三因之, 得數爲實. 
實如法而一, 得楚人總數.” 이 문제의 해석할 때 “1”, “05”, “025” 등의 숫자들 앞에 붙
여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산목으로 그림의 형태가 나온 경우는 문장에 속한 
수가 아니라 포산의 그림으로 인식했던 앞의 체제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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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특이한 경우에 불과했던 것이다.58)

          그러나 박율이 덧붙인 최분에서의 천원술은 그 ‘정제된’ 형식을 벗어
났음에도 일관된 특징은 있었다. 바로 계산의 첫 번째 과정에서 놓는 산가지는, 
‘정제된’ 경우든 ‘유별난’ 경우든 똑같았으며, 모두 미지수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천원으로 지정하여 산목 한 개를 놓음으로써 그 계산의 
공간적, 시간적 시작을 알리는 것만을 만족한다면 그 이외는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천원술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박율의 천원술은 
정제된 형태를 넘어 다른 경우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셈법이었으며, 3장에서 보
았던 개방법에만 묶여 있는 산원들의 천원술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59)

4.  산학본원: 황윤석의 천원술

          황윤석의 산학본원은 박율의 산학원본를 저본으로 했으므로 그의 
천원술 연구 역시 박율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전형적인 천원술의 
형태 역시 박율의 연구와 동일했다. 즉, 표를 중심으로 각종 제곱식, 세제곱식, 
네제곱식 등에서 나오는 계수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들을 정리했다. 그럼
에도 황윤석이 산학원본에 대해 “그 책을 고찰하니 오류가 있고 그 해법을 궁
구하니 빠진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수정하여 바로 잡고 보충”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 만큼 박율의 책에 비해 더 진화한 부분이 있었다.60) 바로 놀라운 시각적
효과가 그것이다. 그는 박율이 다만 띄어쓰기를 통해 표현했던 것들을 [그림
4-9], [그림4-10]에서처럼 정연하고 명료한 표로 만들었으며, 완전제곱식의 계
수들을 “다만 포지금술鋪地錦術로 다스린다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했는
데, 여기서 ‘포지금술’은 격자 혹은 모눈처럼 보이는 선들을 긋고 그 안에서 숫자

58) 가와하라, 앞 책, 181-182. 
59) 김영욱, 홍성사, 홍영희 등은 박율이 “독창적으로 [수학의] 구조를 이해하여 새로운 

방법을 구성하였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다. 김영욱, 홍성사, 홍영희, 앞 논문, 13. 
60) 산학본원, 219. “攷其書, 或誤訛, 究其法, 多闕漏, 今另加修潤, 正之補之.” 그러나 황

윤석은 산학본원에서 오류 등을 잡아내기 보다는 양휘산법 등의 박율이 접했을 산
서에 의지하여 뜻을 더 보충하거나, 동문산지나 수리정온 등 박율이 읽지 못했을 
산서에서 가져온 예제 등을 적극적으로 싣는 쪽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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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황윤석의 산학본원에 기재된, 산학원
본의 우가 ‘2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림4-6과 비교할 수 있다. 황윤석, 산학본원, 
296.]

[그림4-10. 황윤석의 산학본원에 기재
된, 우가 1.5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림4-8과 비교할 수 있다. 그는 박율의 저
서에서는 없던 “지분위우가인법之分爲隅
加因法”이란 제목을 붙였다. 황윤석, 산
학본원, 306-307]

들을 정리하거나 혹 격자 안에서 대각선 방향끼리 서로 더해주는 정도의 기법을 
의미했다.61) 

61) 산학본원 295. “此法雖簡捷, 亦有不得通行處, 但以鋪地錦術御之, 則位次井井無不通
矣.” “鋪地錦術”은 “寫算”, “文算”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던 계산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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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산학본원 중 ‘제승유호도諸乘維互圖’. 가장 오른쪽 평방면平方面에서 12를 
로 쪼갠 후, 10과 2를 선분으로 연결했다. 바로 뒤의 ‘평방平方’ 이라 명명한 후 
을   라는 숫자로 나누어 구했으며, 정사각형을 쪼개는 그림을 통해 
시각화된 연원을 제시했다. 이후 ‘입방’ 이상에서는 선분으로 서로 곱하는 부분을 자세히 
언급했다. 예를 들어 ‘입방’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세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방면’ 
12는 10, 2로 쪼개고, ‘평방’은 각각 제곱한 100, 4을 제시했으며, 이 네 개의 숫자들을 
서로 엇갈리도록 선분으로 연결했다. 이 선분을 따라 2와 100을 곱하여 200, 4와 10을 
곱하여 40을 얻는다. 마지막 줄 ‘입방’은 10과 2를 각각 세제곱한 1000, 8을 가장 위와 
아래에 배치하고, 중간에 얻은 두 개의 중간결과, 200, 40에 각각 3을 곱하여 600, 120
을 놓는다. 결론적으로 ‘입방’에는 10000, 600, 120, 8의 네 숫자들을 더하여 의 
결과를 얻게 된다. 황윤석, 산학본원, 285-286 ]

       황윤석은 [그림4-11]처럼 숫자들 간의 곱셈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
기 쉬운 도표로 만들기도 했다. 그는 [그림4-11]에서 서로 곱해야 할 숫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 셈법의 대상이 되는 숫자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평방(平方, 제곱)에서 입방(立方, 세제곱), 삼승방(三乘方, 네제곱), 사
승방(四乘方, 다섯제곱) 등으로 제곱의 차수가 올라가는 각 경우를 서로의 옆에 
긴밀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이것들에 계속되는 뚜렷한 패턴이 적용되고 있음을 탁
월하게 보여주었다.

뒤의 5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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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산학본원 중 “광제승방법廣諸乘方法”. 산학원본에는 없는 부분으로 동문
산지에서 발췌했음을 밝혔다. ‘심원尋源’이라는 표제 아래 1, 2, 3, 4, 5, 6, 7, 8, 9의 자
연수를 각각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네제곱했을 때, 다섯제곱했을 때 등의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제곱했을 때는 위에서부터 1, 8, 27, 64, 125, 216, 343, 
512, 729의 숫자를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석, 산학본원, 287-288.]

          황윤석은 이렇게 시각적인 도표를 발전시키고 만드는 과정에서 당대 
수입되었던 서양 수학의 산서에 실린 새로운 표 역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었
다. [그림4-12]는 1에서 9까지 자연수의 제곱수, 세제곱수 등을 나열한 것으로 
동문산지同文算指에서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62) 이런 수의 값 자체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윤석이 이 표를 다시 실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표에서 숫자들의 배열이 기존 산서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제곱수들의 경우 “이칠”, “육사”, “일이오” 
등의 표현은 기존의 “이십칠”, “육십사”, “백이십오”라는 표현과는 달리, 정확한 
자릿수의 공간만큼만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세제곱수들을 나열했을 때에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자아낼 수도 있었다. 이런 예는 그가 숫자들의 배열 안에 숨어있
는 이치[理]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도표들

62) 동문산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 및 역사에 대해서는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71-27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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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하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황윤석은 박율의 천원술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본받아서 최분의 천원술
을 수록했다. 그는 박율의 산학원본에 기재되어 있던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의 
모든 문제를 ‘개방술開方術’이란 표제어 아래 기록했으며, 뒤에 ‘최분’이란 분리된 
표제어 아래에 박율의 최분과 관련된 천원술 문제들을 기록했다. 더군다나 그는 
최분의 첫머리에 “비록 개방술이 아니지만 천원일을 사용한다”면서, 이 예제에서
는 천원일은 “최분의 1분에 해당”함을 밝혔다.63)

          그러나 박율의 최분에 대한 논평과는 별개로, 황윤석은 책의 가장 끝
에 ‘천원일술보유天元一術補遺’라는 부분을 첨부하면서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주
었다. 그는 천원술에서 최초의 과정, 즉 산목 한 개를 놓는 것을 다만 하나의 위
치에 대한 표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천원일’을 세우
는 것을  


로 표현했다. 이후 만약 “위에 다른 수(상수)가 더해진다”면64)  



이고, “천원일에서 다른 수를 뺀다”면65)   


이며, “다른 수에서 천원일을 뺀

다”면66) 
 

이라 표현했다. 여기에서 1이나 –1이란 숫자들은 구체적인 값
(value)이 아니라 다만 어떤 값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정도를 의미했다. 
          그가 보충한 부분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포산, 즉  


,  


,   


,  

 

 을 각각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혹은 서로 곱해졌을 때 어떤 위치에 

63) 산학본원, 340. “此門雖非開方之術, 而亦用天元一, 故附見焉. 然而天元一法立一者, 
所以爲正負隅法而已, 本文所列, 何干於隅法. 若以立一稱爲一分, 以著衰分之分, 則相當
矣.” 황윤석은 최분의 예제들이 개방술이 아니므로, 최분의 예제에서 “立一”이라고 것
은 “최분의 1분”으로 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박율의 사용법을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황윤석이 산학입문에서 “천원술이 수리정온의 차근방법이다”라고 말했지만 
차근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산학본원에서는 계속 박율의 천원술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그가 주석을 쓸 경우 강한 주장의 표현 이외에도 참고 정도의 구절들로 사용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그의 용례를 참고하여, 황윤석이 붙인 주석이 
박율의 사용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최분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23을 참조.

64) 산학본원, 347. “天元一上, 加入他數”
65) 산학본원, 347. “減去他數”, “其天元一者, 內減去”
66) 산학본원, 348. “以天元一減去他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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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산목이 놓이게 될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과 


이 서로 곱해졌을 경우 

 

가 되는 경우와   

 

이 되는 두 가

지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후 처음 것의 예로 
 

과  


을 곱했을 경우   



 
가 되며, 두 번째 것의 예로 

 
과 


를 곱했을 때    

 
이 되

는 것을 들었다. 또  


을 제곱한다면 반드시  
 


이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 예로,  


을 제곱하면   


이 되는 것을 들었다. 즉 천원술을 보충하

는 황윤석의 새로운 정리는, 1이나 –1을 하나의 자리를 대표하는 산목 하나 정도
로 생각하면서 이끌어낸 결과였다.67) 
          이런 섬세한 논의는 앞서 박율이 이차완전제곱식이나 삼차완전제곱식
을 전개하면서 그 계수를 찾았던 방법을 떠올리게 한다. 박율은 하나의 산목을 
놓음으로써 다만 계산이 행해지는 자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피제수나 몫의 
부분에는 구체적인 값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광범위한 문제들에 일관되게 적용
되는 경우를 도출했었다. 황윤석 역시 하나의 산목를 놓음으로써 앞으로 구체적
인 숫자들이 있어야할 곳을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특징을 앞선 2장에서 보았던, 천원술의 ‘예외’에 속하는 경우와 비교
할 수 있다. 하나의 산목을 놓음으로써 계산이 행해지는 자리를 표현하는 데에 
그쳤던 천원술의 ‘예외’ 사례가 박율과 황윤석의 경우는 일반성을 얻는 방향으로 
더 진화된 것이다.    
     

67) 그에 의하면 이런 정리를 통해서 우선 산목을 가지런히 놓아 몇 차 승방인지를 살펴 
그 행이 몇 개인지, 행에는 어떤 종류의 산목이 놓여야 하는지 결정한 후에야 상소라
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산학본원, 348. “按天元一算法, 位定數倂, 審爲何般方, 然
後乃寄左方. 又以元積數, 或別數, 隨其自然相値者, 與寄左相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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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도구의 다양성: 넓어진 선택의 지평

 박율과 황윤석의 천원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천원술에 대한 
유학자들의 연구는 곧 끊어졌다. 5절에서는 황윤석을 비롯하여 산학에 관심이 있
던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다양한 계산 도구를 살펴본다. 
          주지하듯이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지식인 사회는 중국으로부터 서적
들의 폭발적인 유입으로 새로운 지식이 범람했다. 종래의 한국 과학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수입된 서적 중 특히 서양 과학의 내용을 담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조
선 사회의 ‘서양’ 과학 수용이라는 측면을 부각해 왔다.68) 그러나 산학, 특히 계
산 도구와 관련해서는 ‘서양’ 도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의 산목과는 ‘다
른’ 계산 도구들을 살펴보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다. 17세기 청에서 방중통方中
通(1634-1698)은 1661년 수도연數度衍이란 산서를 저술하면서 동시대 중국 
사회의 다양한 계산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가지 법法을 합하여 그 장점을 논해 본다면 주산珠算은 덧셈과 뺄
셈[加減]에, 필산筆算은 나눗셈[除]에, 주산籌算은 곱셈[乘], 척산尺算은 비례比
例”에 좋다고 했다.69) 방중통이 언급한 이 네 가지의 계산 도구 중 필산과 척산, 
주산籌算은 ‘서양’ 도구에 속한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조선 사회
에 이 모든 계산 도구의 물리적 실체가 수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
도 18세기까지 산서의 형태로는 이미 수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
학자들은 자신들의 산서에 이런 ‘새로운’ 계산 도구들을 대폭 수록했다. 
             17세기 후반의 계산 도구들 중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도구는 주
산珠算(abacus)이다. 주판珠板을 이용하는 주산은 16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 사
회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산목 계산을 완전히 대체했던 것으로 

68)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한국과학사학자들의 주요한 논문들의 제목만으로도 서양 
과학의 수용에의 강조를 알 수 있다. 임종태, “17, 18세기 서양 지리학에 대한 조선, 
중국 학인들의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
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구만옥, “16-17세
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 이해와 세계관의 변화”, 동방학지 122(2003), 1-50

69) 方中通, 數度衍 (中國歷代算學集成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4), 2557. “爲書
二十六卷, 合四法, 而論其長, 則珠之加減, 筆之除, 籌之乘, 尺之比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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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왼쪽: 최석정의 구수략에서 ‘주산’을 설명한 부분. 오른쪽: 구수략에서 마
방진魔方陣의 일종인 ‘낙서육구도洛書六九圖’의 그림. 최석정, 구수략 657, 690.]

알려져 있다. 주산에서 다루는 계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1장에서 다루었던 산
목의 단순곱셈, 단순나눗셈 중 한 열만 필요했던 여러 셈법들, 즉 인법, 가법, 귀
제법, 감법 등과 동일했으며, 그 계산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다룰 수 있는 
숫자의 규모도 커졌다. 이엄과 두석연에 의하면 상업과 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사
칙연산을 “보다 신속히 그리고 간편히 처리할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산
목에서 세 줄을 사용한다던가 산목을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산을 만들었는데 결국 “한 알 한 알의 계산 구슬로써 한 가닥 한 가닥으로 된 산
목을 대체하였고 나아가 이 계산 구슬을 막대에 꿰어 손가락으로 튕겨서 산목의 
더하고 빼기를 대신하였다.”70)  
           주산에 대한 산서 중 중국과 일본의 민간 및 학자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산서는 단연 명의 정대위程大位(1533-1606)가 저술한 산법
통종算法統宗(1592)으로 20세기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재출판되는 인기를 누렸
다.71) 이 산서가 17세기부터 18세기동안 조선 사회에도 수입되어 많이 읽혔음은 
최석정의 구수략이나 홍정하의 구일집, 홍대용의 주해수용, 황윤석의 산
학입문 등에서 인용서적 중 하나로 언급되거나 그 내용이 직접 인용되는 것으

70) 이엄, 두석연, 안대옥 옮김, 앞의 책, 240-241, 253.
71) Martzloff, 앞의 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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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왼쪽: 정대위의 산법통종 중 ‘백자도百子圖’, 오른쪽: 홍정하의 구일집 중 
‘백자도’. 홍정하는 그림 밑에 산법통종의 잘못을 고쳤다고 썼다. 정대위, 산법통종, 
2281; 홍정하, 구일집, 675] 

로 확인할 수 있다.72) ([그림4-13]) 비록 조선에서는 주산이 주된 계산 도구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산서의 영향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구장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 산법통종은 ‘구장九章’의 문제들이 정리된 구성
이나 뒤에 따로 ‘마방진魔方陣’을 모아놓은 서술 형식은 당대 조선의 지식사회를 
충분히 자극했다.73) ([그림4-13]) 산원들은 산서를 작성하면서 교과서로 사용
되는 산서 외에 다른 산서들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홍정하는 산법통종에 등장
하는 10×10 행렬의 마방진의 잘못된 것을 수정한 후 구일집에 실을 만큼 자
신의 능력에 몹시 만족했다.74) ([그림4-14]) 
          또 이 산법통종의 가장 뒷 부분 “잡법雜法”이란 장은 주판 외의 몇 
가지 다른 계산 도구를 이용한 계산법을 수록함으로써 조선 지식인 사회에 산목
과는 다른 계산 도구들을 소개했다. 이 중 첫 번째는 ‘사산寫算’으로, ‘포지금鋪地
錦’으로도 불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어도 12세기까지 인도에서 발명된 겔로
72) 최석정, 구수략, 378; 홍정하, 구일집, 348, 675; 황윤석, 산학입문((한국과학

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 제2권 (여강출판사, 1985)), 62; 홍대용, 주해수용, 376. 
산법통종의 조선으로의 수입경로 추정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郭世榮, 中國數學典籍
在朝鮮半島的流傳與影響 (山東敎育出版社, 2009), 246-263를 참조하라.

73) 구장산경의 구성에 대한 영향은 조태구의 주서관견에서 관찰된다.
74) 이 예는 홍정하가 자신의 산서에서 다른 산서를 언급한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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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최석정의 구수략에서 ‘포지금鋪地錦’을 다
룬 부분. 그는 특히 이 셈법을 ‘문산文算’으로 불렀으며 
유학자들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셈법으로 여겼다. 최
석정, 구수략, 645]

[그림 4-16. 산법통종에서 ‘포지금’을 설명하는 그림. 왼쪽: 곱셈인 ‘인승도因乘圖’. 오
른쪽: 나눗셈인 ‘귀제도歸除圖’. 정대위, 산법통종, 2277, 2278]

시아(gelosia) 방법으로 아랍을 거쳐 중국에 수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명대 
오경吳敬의 구장산법비류대전九章算法比類大全(1450)에 수록되어 있었다.75) 
현대 한국에서 흔히 아라비아 격자산格子算이라 소개되기도 하는 이 방법은 종
이에 격자 선과 각 격자 안의 대각선을 그리고 적절히 숫자들을 배치하면서 곱
셈을 행하고,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사각형을 겹쳐 그린 후 각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린 후 나눗셈을 행한다. ([그림4-15], [그림4-16])            
          두 번째 새로운 계산법은 종이와 붓을 이용한  ‘일필금一筆錦’이다. 이 
경우는 산목 계산의 각종 계산법과 동일하며 다만 실제 산목을 놓는 과정을 ‘암
75)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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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산법통종의 ‘일필금一筆錦’을 설명하는 그림. 왼쪽은 곱셈 중 ‘인법식’, 오른
쪽은 곱셈 중 ‘승법식’을 나타내며 이 그림 중에 4를 X로, 5를 Ò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관찰된다. 정대위, 산법통종, 2278, 2279]

마暗馬’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종이에 쓰면서 행한 것과 같다. 이때 특히 5나 9를 
나타내는 복잡한 산목들이 구분이 좀더 용이한 기호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새로운 기호인 ‘암마’의 초기적 형태는 중국에서는 이미 13세기 복잡한 산목 
계산의 과정을 수록한 산서들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개성 상인들의 
부기簿記에서 그 변형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76) 이런 발전은 산목 계산이 종
이에 적히면서 기호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법통종에는 
일필금에 대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마다 각각 한 가지의 예가 제시되었다. 
([그림4-17])
          세 번째 계산 방법으로 등장하는 도구는 바로 손바닥이다. ‘일장금一
掌金’과 ‘장중정위법掌中定位法’은 모두 왼손 손바닥을 이용하는 계산법인데, ‘일
장금’은 손가락 마디를 나누는 손금마다 해당하는 숫자를 배치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여 황윤석의 설명에 의하면, “곱셈이나 나눗셈에 구애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77) ‘장중정위법’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
락 마디에 네 글자를 정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에는 맨 윗마디와 맨 아  

76)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527-529.
77) 황윤석, 산학입문, 62. “此法不拘乘除, 皆可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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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8. 왼쪽: 정대위의 산법통종의 ‘일장금一掌金’ 그림. 오른쪽: 황윤석의 산학입
문의 ‘일장금’의 그림. 정대위, 산법통종, 2280; 황윤석, 산학입문, 62]

랫마디에만 글자를 정하여 12지支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정하여 이들 
12지 사이를 움직이면서 곱셈, 나눗셈을 행하게 된다. ([그림4-18])  
          산법통종 외에 당시 조선에 수입된 새로운 계산 도구에 관한 산서
라면 우선 나아곡(羅雅谷, Giacomo Rho, 1593-1638)의 주산籌算(1628)과 
비례규해比例規解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산은 네이피어의 자(Napier's 
rods/bones), 흔히 ‘주籌’ 혹은 ‘주책籌策’으로 불렸던 도구의 계산 방법을 서술한 
산서이며, 비례규해는 갈릴레오의 비례자(Galiean proportional divider/rules), 
즉 ‘비례규比例規’나 ‘비례척比例尺’으로 불렸던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담고 있던 
산서였다.78) 이 두 계산 도구는 방중통이 각각 ‘주籌’와 ‘척尺’으로 불렀던 것으
로 각각 네이피어와 갈릴레오가 천문 역산에서 큰 유효숫자를 지닌 숫자들의 계
산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개발했다. ([그림4-19], [그림4-20]) 
          특히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 주산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했는데, 
당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였던 매문정梅文鼎(1633-1721)의 영향이 컸다. 주산
이 처음 중국 사회에 도입된 동기는 천문역산에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해당 
78) 비례규에 대한 계산법 및 간단한 역사는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86-294을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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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9. 최석정의 구수략에서 “주산籌算”을 설
명한 그림. 최석정, 구수략, 660.]     

[그림4-20. 수리정온에 있는 
“비례규比例規”의 그림. 수리정
온 (문연각사고전서 (臺北: 
商務印刷館, 1987)) 제800책, 
305] 

산서들은 명말 청초 서광계徐光啟가 주도하여 편찬했던 숭정역서崇禎曆書와 
이를 청나라 입관 후 탕약망湯若望이 재편찬한 서양신법역서西洋新法曆書에 
실려 있었다. 최석정은 구수략의 인용서적 목록에서 주산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그가 단독으로 편집된 책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79) 18세기 매문정은 ‘주산
籌算’을 중요하게 다루면 서 그의 독창적인 기술을 덧붙여 새로운 방법으로 거듭
나게 했는데, 이 새로운 ‘주산’은 매문정이 편찬하고 그의 손자인 매각성梅瑴成
(1681-1764)이 간행한 역산전서曆算全書에 그대로 실려 조선 사회에 다시 

79) 전용훈, 앞의 논문, 60. 주 55.



- 158 -

수입되어 읽혔다.        
          주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서양’ 계산법은 바로 동문
산지同文算指에서 수리정온數理精蘊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입된 ‘필산筆
算’일 것이다. 붓과 종이를 이용하는 이 서양 계산법은 조선 후기에 수입되기 시
작하여 20세기에 이르러 산목 계산법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대체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모든 계산 수행자가 의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대체 과정의 시작이 바로 5장에서 서술될 것이다.

6. 소결

지금까지 4장에서는 박율의 산학원본과 황윤석의 산학본원을 통해 유학자들
의 천원술을 살펴보았다. 유학자들이 천원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양상에서 산
원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박율이나 황윤석은 하나의 산목을 놓
음으로써 계산이 수행되는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미지수로서 역할을 하
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산원들과는 달리 천원술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의 개방법 이외에도 최분이란 다른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들
이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을 연구한 방법 역시 산원들과는 차이가 났다. 산원들
이 직접 산목을 조작하면서 공간과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들은 천원술에서 도출되는 계수들을 여러 가지로 조정하면서 계수들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는 데에 골몰했다. 황윤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여러 가지 도표
나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여 지면에 기록했다.  
          황윤석의 이런 발전에는 물론 당시에 물밀듯이 수입되던 다양한 산서
의 ‘새로운’ 계산 도구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5절에서 설명한 각종 계산 도
구들이 유학자들의 산서에 주로 적혀있음은, 산원들보다 유학자들이 새로운 도구
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만약 유학자가 산목에 익숙하지 않는 경
우 산목 이외에도 자유롭게 골라서 계산을 수행할 다른 도구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들은 각종 도구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기록했는데, 최석정 같은 유학자는 
구수략에서 특별히 ‘문산’을 극찬하고 ‘주산珠算’을 폄하했으며 황윤석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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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는 산학입문에서 산목 이외의 다른 계산 도구로 특별히 ‘문산’과 ‘일장금’
을 끼워 넣기도 했다.80) 그러므로 이런 계산 도구 중 일부 도구들은 특별히 유
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19세기의 주된 계산 도구로 부상하기 시
작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다룰 5장은 이런 계산 도구 중 특히 중요했
던 두 계산 도구를 사용한 계산법인 주산籌算과 필산筆算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필산이 더 중요하게 되는 모습도 그리게 될 것
이다. 이렇게 필산이 주된 계산 도구로 부각하는 시기에, 과거의 천원술은 어떻
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천원술에 대한 저술은 왜 필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80) 최석정, 구수략, 651-652, 659; 황윤석, 산학입문, 41-42,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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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19세기 유학자 남병길의 천원술 

18세기부터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산서를 통해 다양한 계산 도구가 유입되었지
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계산 도구보다는 붓과 종이를 사용하는 필산筆算
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조선 사회에서 필산의 사
용이 중요해진 사회적,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시작한다. 특히 국가가 천문역
산학을 다루는 관상감 관원들에게 필산을 공식적인 계산 도구로 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조치에는 서명응徐命膺(1716-1787)과 서호수徐浩修
(1736-1799) 같은, 당대 천문역산학에 굵직한 영향을 준 유학자가 기여했다. 
이런 확정 이후 점점 많은 유학자들과 관상감원들은 산목이 아닌 종이와 붓을 
주된 계산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천문역산학에서 출발하여 산학까지 두루 공부한 유학자는 
필산을 주된 계산 도구로 여기는 배경 속에 천원술을 공부하였으므로, 산목을 주
로 사용한 앞선 세기의 유학자나 산원들과는 천원술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다. “19세기 사대부 과학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남병철南秉哲(1817-1863)
과 남병길南秉吉(1820-1869) 형제가 바로 이러한 유학자들로, 제도권의 가장 
높은 위치인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를 지냈으며 천문역산학과 산학에 관련된 이
십여 종의 저술을 집필했다.1) 이들은 산서 중 상당 부분을 천원술에 할애했는데, 
이 장에서는 남병길의 두 산서, 무이해無異解(1855)와 산학정의算學正義
(1867)에 담긴 천원술을 분석하여 남병길이 앞선 세기의 학자들과 달리 천원술
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본다. 
          흥미로운 지점은 물리적 계산 도구의 치환이 산학 지식이나 산술의 
체계의 변화까지 야기한다는 점이다. 필산의 셈법들이 개발되면서 셈법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산목 계산과는 달랐으므로 필산의 셈법으로 만들어진 산학 지식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목 계산이 가지고 있던 셈법들의 특성이나 셈법들 
간의 관계는 일말의 재고도 없이 폐기되었다.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경우 산
목 계산에서 보이던 다양한 알고리즘과 속도감은 사라졌고, 개방은 더 이상 단순
1) 문중양, “19세기의 사대부 과학자 남병철”, 과학사상 (2000), 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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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셈법이 되었다. 천원술 역시 필산으로 이루어진 산
학 지식의 촘촘한 망에는 끼어들 공간이 없었다. 그러므로 필산에 익숙하고 숙달
된 계산 수행자가 천원술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필산의 산학 지식 체계 
속의 셈법들을 이용하여 천원술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남병길의 
무이해와 산학정의 속에 있는 천원술이 바로 이런 필수과정을 담고 있다. 

1. 필산, 그 유행의 시작

18세기 후반 그동안 조선 사회에 유입된 계산 도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학
자들의 사회를 중심으로 필산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유학자들이 수리정온을 읽
고 탄복했다는 일화가 종종 등장했으며 수리정온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 방법, 
즉 필산의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서가 저술되었다.2) 천문역산학에 조예
가 깊은 조선의 학자들은 이미 계산 도구의 무게 중심을 필산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3) 이들 중 특히 필산을 대대적으로 옹호했던 유학자는 18세기 후반 천문
역산학의 깊은 지식으로 높은 명예를 누렸던 대구大丘 서씨徐氏 가문의 삼대, 서
명응徐命膺(1716-1787), 서호수徐浩修(1736-1799), 그리고 서유구徐有榘
(1764-1845)였다.4)  
          서명응은 영조英祖(1694-1776, 재위: 1724-1776)에게 발탁되어 아
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세마洗馬’로서, 손자인 정조正祖(1752-1800, 재위: 

2) 황윤석이 수리정온을 읽기 위해 노력한 일화는 구만옥의 논문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洪吉周(1718-1798)의 어머니인 令壽閤 徐氏의 일화는 전용훈의 논문에 나와 있다. 
구만옥, “이재 황윤석의 산학 연구”, 한국사상사학 33 (2009), 215-252; 전용훈,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적 풍토: 홍길주의 수학과 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26 
(2004), 275-314.  18세기 후반 수리정온을 기반으로 한 산서로는 서호수의 數理
精蘊補解, 서유구의 遊藝志 “算法”, 홍길주의 幾何新說 등이 있다. 홍길주의 어머
니는 서명응의 집안인 대구 서씨로, 수리정온의 중요성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데에 
대구 서씨가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문중양, “18세기말 천문역산 전문가의 과학활동과 담론의 역사적 성격: 서호수와 이가
환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02), 51-84 중 54, 주3. 

4) 서명응이나 서호수의 천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의 수학이나 
산학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없는 편이다. 서명응의 천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박권수, 
“서명응의 역학적 천문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을 참조할 수 있으며 서호
수의 천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중양, 앞의 논문, 54-6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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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1800)의 ‘우빈객右賓客’으로서 왕족을 가까이에서 교육한 인물이다. 그는 
1770년대까지는 다른 계산 도구를 두루 함께 사용하는 듯했지만 불과 10년 후
에는 필산만을 고수하였다. 서명응의 필산에 대한 애착은 1791년 정조가 명령했
던 계산 도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 즉 관상감 관원들은 모두 필산만을 이용한 
산서를 공부하여 시험을 보도록 했던 방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1771년 50대의 서명응은 사신 및 관료들이 알아야 할 일용日用 지식
을 엮은 백과사전인 고사신서攷事新書를 출간했는데, 이 중 “문예문文藝門”에 
“산수요략算數要略”이라는 짧은 저술을 실었다.5) “산수요략”의 산학지식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계산 도구들을 고루 소개했다. 첫 번째 부
분에는 ‘구구수九九數’가, 두 번째 부분은 산목을 이용한 ‘보승법步乘’과 ‘상제법
商除’이, 세 번째 부분은 ‘주산籌算’을 이용한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 개방법과 
개입방법이, 네 번째 부분은 ‘문산文算’을 이용한 곱셈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 부
분은 ‘부附 해결법解結法’으로 조선 토지의 등급제와 등급에 따른 세법이 간단히 
언급되었다. 다섯 가지 부분 중 계산 수행자가 직접 암기를 해야 하는 구구수와 
마지막 부록을 뺀다면 나머지 세 부분은 물리적 계산 도구인데, 이 중 그가 가장 
많은 정성을 쏟은 도구는 ‘주산’이었다. 주산은 4장의 [그림4-19]에 소개되었듯
이 “10개의 주籌를 세우는데[竪], 두 개의 주를 서로 평행하게 병치하고 선이 비
스듬히[斜] 그어진 방형方形을 합하여 하나의 자리[位]를 만들었다.” 그러나 후
에 매문정梅文鼎(1633-1721)은 세로로 세워 계산해야 하는 것을 가로로 눕혀
서 계산하는 것으로 바꾼 후 “스스로 6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고 자화자찬 했었
는데, 서명응은 바로 매문정이 고안한 새로운 주산을 소개했다.6) 이는 서명응이 
매문정이란 중국 유학자가 제시한 위대한 역산학의 새로운 방법을 조선의 유학
5) 고사신서는 魚叔權의 攷事撮要(1554)의 개정본이다. 고사촬요는 조선 관원들이 

사대교린의 외교 업무과 국내에서의 봉직 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모
아놓은 책인데, 서명응은 이 중 “사대양식인 皇朝 관계를 대폭 줄이고 人事에 대한 긴
요한 사항들을 많이 짜서 넣도록” 바꾸었는데, 이 중 “文藝門”은 ‘讀書次第’, ‘文體源流’, 
‘詩道品格’, ‘樂律要略’, ‘書法要略’, ‘算數要略’의 六藝로 구성되었다. 

6) 서명응, 고사신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031-75), 6. “籌筭法: 籌筭者, 泰西人
羅雅谷所作, 其書成於崇禎戊辰. 凡竪十籌, 兩籌相幷平行, 線斜方形, 合成一位. 其後梅文
鼎改製籌筭, 變竪爲橫, 自謂有六便. 今從梅法.” (“산수요략”부터 1면으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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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매문정이 역산전서
에서 새롭게 고안한 주산 그림. 
앞의 3장 5절에서 최석정이 구
수략에서 제시한 주산 그림과 
비교하면 매문정이 각 막대기들
을 가로로 눕혀서 결과를 세로
로 읽을 수 있으며 숫자을 둘러
싼 모양도 원으로 보이도록 바
꾸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산전서
 (文淵閣四庫全書 794책 (臺
北: 商務印書館, 1983)), 767]

[그림5-2. 왼쪽: 서명응의 “산수요략”에서 주산 중 나눗셈 그림. 오른쪽: 국립민속박물관
에 소장된 주산. 적절한 산주 두 개를 붙여놓고 결과를 읽되, 밑에는 붓으로 다시 숫자들
을 기재하면서 계산을 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산으로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필산
의 요소도 있다. 서명응, 고사신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031-75), 12. “산수요
략”부터 1면으로 계산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번호 민속002528.] 

자들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짐작할 수 있다.7)  ([그림5-1], [그림5-2]) 

7) 중국 산학과 천문역산학에서 매문정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
다. 최근의 연구 중 그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서는 Jami, 앞의 책, 중 Chapter 4, 10이 
가장 자세하다. 특히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
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2장 3절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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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문정의 역산전서曆算全書 중 “고산연략古算衍略”, “주산籌算”,  
“필산”은 각각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다.8) “고산연략”은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미 명말 청초의 중국에서는 소실되어 다만 ‘옛 계산[古算]’으로만 
불리던 산목 계산에 대한 소략한 설명이다. 그러나 매문정은 산목을 이용한 계산
의 알고리즘을 상세히 기록한다기보다는 다만 여러 서적에 남겨져 있는 옛 지식
의 조각들, 예를 들어 옛 ‘방전법’ 같은 것까지도 수집하여 문헌학적 설명을 덧붙
여 수록했을 뿐이다. 산목에 대해서도 단순한 문헌학적 증거를 찾았을 뿐이었는
데, 심괄沈括(1031-1095)의 몽계필담夢溪筆談을 근거로 송대까지는 산목을 
사용했지만 그의 당대에는 없어졌으며, 옛날 주籌는 표면에 자획字劃이 없어 한 
개의  막대기를 1로 여겼다는 가벼운 설명만을 붙였을 뿐이다.9) 
          사실 매문정이 좀더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산목이라는 계산법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보다는 주산의 창조적 변형이었다. 그는 1678년 “주산”의 서문에서 
자신이 바꾼 주산의 새로운 모양에 흡족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역서曆書가 나오면서 비로소 중국에 주산籌算이 있게 되었는데 그 법은 예
로부터[舊] 전해진 포지금鋪地錦과 비슷하나 더욱 편리하고 빠르다. 또 옛
날에는 다만 곱셈에만 이용하던 것이 지금은 나눗셈까지 겸兼하여 이용하
고 또 개방 등의 여러 율率까지 늘어났으니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래 법은 가로쓰기[橫書]를 하여 주산珠算에서 수를 놓는 자
리[位]와 비슷한데 나눗셈에 이르러서는 나뉨수[實]는 가로[로 배치하고] 
몫[商數]은 세로[로 배치하야 하니] 자릿수를 정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나는 이왕에 [주籌에] 붓[筆]으로 숫자를 기재하는 이상 한 줄씩 아래로 
곧장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숫자를 기재하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문득 나의 생각대로 [원래 주籌를 세로로 놓고 숫자를 가로로 쓰는 
방식에서] 주籌를 가로로 놓고 숫자를 세로로 쓰는 방식으로 고치고, 자릿

수 있다.    
8) 매문정의 역산전서에 대해서는 전용훈, 앞의 논문, 90-97.
9) 매문정, 역산전서 권29, “古算衍略” (文淵閣四庫全書 794책 (臺北: 商務印書館, 

1983)), 747. “然則卽今之籌筭, 非歟. 曰非也. 今西厯用籌, 亦起徐李諸公, 蓋從厯家之立
成而成. 卽立成表之活者耳. 故一籌卽備九數. 若古之用籌, 用以紀數而無字畫. 故一籌, 只
當一數”; 751. “沈存中括筆談曰, 如算法用赤籌黑籌, 以別正負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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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정하는 법을 더욱 상세히 하였다.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추호의 의문도 없게 했다고는 감히 자부할[謂]수 없으나, 중국과 서양의 두 
산학[算家]의 장점을 함께 취하였으니 주산에는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10) 

          기존의 방법은 대각선과 가로선을 기본 골격으로 숫자들이 새겨진 각 
막대기들을 세로로 나란히 놓은 후 도출되는 숫자들을 읽어내므로 결과로 나오
는 숫자들을 가로로 읽어야 했다. 반면 매문정의 방법은 [그림5-1]처럼 막대기
마다 반원을 그린 안에 숫자들을 넣고 두 개의 막대기를 가로로 나란히 늘어놓
아 결과를 원 안에서 세로로 읽도록 했다. 즉 주산이란 계산 도구를 물리적으로 
변형시켜 중국에서 원래 문자를 읽는 방향으로 수를 읽어내도록 했던 것이다. 
          이어서 매문정은 똑같은 이유로 붓으로 종이에 쓰면서 계산을 행하는 
필산도 변형시키자고 주장했다. 수리정온에 기록된 필산은 가로로 숫자를 쓰면
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세로로 바꾸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은 어째서 가로[衡]를 세로[直]로 바꾸는가? 
[내가] 말하길, 옆으로 쓰는[旁行] 것은 서국西國의 쓰기이다. 천방국天方
國 글자는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쓰며, 구라파區邏巴 글자는 왼쪽
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쓴다. 모두 가로의 열列을 행行으로 만드니 그들
[의 문자]가 모두 그러하다. 그들의 문자를 이미 가로[衡]로 쓰므로 필산筆
算 역시 가로[橫]로 써서 그들의 쓰임[用]에서 편리함을 취할 뿐이지 일부
러 우리와 다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문자는 이미 세로로 쓰므로 필
산은 마땅히 세로로 써서 역시 쓰임[用]에 편리함을 취할 뿐이지 그들을 
이기고자 함은 아니다.11)

10) 역산전서 권30, “籌算自序”, 765. “曆書出, 乃有籌算, 其法與舊傳鋪地錦相似, 而加便
捷. 又昔但以乘者, 今兼以除, 且益之開方諸率, 可謂盡變矣. 但本法橫書, 彷彿於珠算之位, 
至於除法, 則實橫而商數縱, 頗難定位. 愚謂旣用筆書, 宜一行直下爲便. 輒以鄙意, 改用橫
籌直寫, 而于定位之法, 尤加詳焉. 俾用者無復纖疑, 卽不敢謂, 兼中西兩家之長, 而於籌算, 
庶幾無憾矣.” 

11) 역산전서 권34, “筆算自序”, 843. “曰然則子何以易衡而直. 曰旁行者西國之書也. 天方
國字自右而左, 區邏巴字自左而右, 皆衡列爲行. 彼中文字盡然也. 彼之文字旣衡, 故筆算亦
橫, 取其便於彼用耳, 非求異於我也. 吾之文字旣直, 故筆算宜直, 亦取其便於用耳. 非矜勝
於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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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왼쪽: 수리정온 중 덧셈에 대한 그림, 오른쪽: 매문정의 “필산” 중 덧셈에 대
한 그림. 수리정온은 오늘날과 같이 숫자를 가로로 쓰는 방식을 택했으며, 그림에서처럼 
선분을 표시하여 결과를 나오게 했다. 이때 한자리에서 10이 넘는 경우 자릿수 때문에 표
시하는 올림수(carry)는 그 선분 위에 작은 점을 찍어 표시했다. 매문정은 숫자들을 세로
로 쓰는 방식을 택했으며 결과를 위해서 다시 선분을 표시했다. 이때 올림수는 각 자리의 
오른쪽 위에 작은 작대기를 그어 표시했다. 수리정온, 209; 매문정, 역산전서, 847]   
 
         자미(Catherine Jami)가 지적했듯이 매문정은 문자와 숫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문자를 쓰는 양태인 세로쓰기에 맞추어 숫자들도 똑같이 바꾸는 방식
을 취한 것이다.12) 붓을 이용해서 종이에 숫자를 표시하는 경우 그 숫자들은 한

12) 자미는 매문정이 계산 과정에서의 시각적 흐름을 마치 글을 읽을 때와 동일하게 변화
시킨 것을 일종의 ‘통通(integration)’으로 규정하면서, 그가 이미 1680년 ‘중서산학통
中西算學通’이란 이름으로 중국과 서양의 산학을 융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학
자들의 글쓰는 스타일과도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두 번째의 ‘통’은 매문정이 문자와 숫자와의 관계를 동일하
게 상정하면서 숫자를 ‘쓰는’ 스타일 역시 계산 과정에서 숫자를 ‘읽는’ 스타일과 동일
하게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약 십년 후 자미는 수리정온 전체의 성립과정을 다루는 
책에서, 매문정이 숫자를 십진법을 이용해 표시하지 않은 채 다만 텍스트에서와 같이 
표현했고, 정부正負를 표시함에 있어서 다만 ‘정’, ‘부’라는 글자를 조그맣게 첨부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숫자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는 덜 혁신적(innovative)’이었으며, 
그의 전체적인 수학 작업들은 ‘혼합주의적(syncretic)’이란 형용사로 표현된다고 말함
으로써, 초기 표현보다는 조금 더 그 융합의 강도를 약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Jami, “Reconstruction of Mathematics in Early Qing China: Mei Wending's 
Fangcheg Lun 方程論,” Kyujanggak International Workshop: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into 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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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표시되므로 두 개의 표식이 굳이 다를 이유가 없었다. 반면 산목 계산을 
다루는 산서들은 종종 양휘산법처럼 포산 그림을 별도의 네모난 공간에 따로 
배치하여 문자와 산목이 표시하는 숫자들을 구별하기도 했다. 수리정온의 필산 
과정도 [그림5-3]처럼 별도의 공간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매문정은 필산에 존재
하던 숫자와 문자의 경계를 허물고 독자들이 텍스트의 글자들을 읽는 동시에 계
산법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명응은 필산만큼은 매문정의 의도대로 구성하지 않았다. 
“산수요략”을 쓴 후 12년 후인 1783년에 쓴 “수예數藝”에는 필산이 설명되어 있
는데 매문정의 것이 아닌 수리정온의 필산이었다. 게다가 기존의 다른 계산 도
구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오로지 필산만 설명되었다. “수예”는 고사신서의 수
정개정본인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에 실렸으므로 그 저술 목적 역시 “산수요략” 
때와 동일하게, 보통의 유학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산법을 소개하는 것이
었을 것이다.13) 
            필산을 소개하는 방식 역시 다소 우스꽝스러웠는데, 우선 그는 다음
과 같이 웅장한, 그러나 다소 흔한 수사로 시작했다. 

           
수數는 포희씨包犧氏가 구고句股를 만들어 역도曆度를 세우면서 시작되었
고, 황제씨黃帝氏가 포희를 계승하면서 예수隸首에게 명하여 구고를 부연하
여 구장산경九章算經의 수법數法을 만들게 했다.14)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구장산경이란 책은 산목이란 계산 도구를 사용했음

During the Late Choson Period (Oct, 2007), 1-22; Emperor’s New Mathematics, 
99-101.

13) 서명응은 1783년에  그의 저서 13종을 모아 保晩齋叢書를 발간했다. 이때  수록된 
저서는 先天四演(2권), 尙書逸旨(2권), 詩樂妙契(2권), 大學直指(1권), 中庸
經緯(1권), 疇史(2권), 緯史(12권), 本史(12권), 髀禮準(2권), 先句齊(2
권), 元音鑰(4권), 參同攷(6권), 攷事十二集(12권)이다. 이 중 고사십이집은 
보만재총서 총60권 31책 가운데 권49~60에 해당한다. 

14) 서명응, 攷事十二集 권7 (保晩齋叢書 권1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
장, 古0270-11), 1. “文藝”, “數藝”. “數始於包犧氏, 刱句股立曆度, 黃帝氏繼包犧而作, 
命隸首, 衍句股爲九章數法,” 이하 고사십이집의 쪽수는 “수예”의 시작을 1면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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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다.  
 

구장은 산목을 놓는[布籌] 법이니, 반드시 먼저 승제乘除를 안[知] 연후
에 산목을 바르게 놓을[布籌正] 수 있다.15)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도 산목을 사용했다는 저 설명 아래에 필산, 즉 붓을 들고 
하는 셈법 하나만을 수록했다! 
           그는 필산만을 실은 이유를 곧 공개했다. 그에 의하면 “근래에는 혹 
산목[籌]을 사용하지 않고 필기筆記”를 사용하는데, “그 법이 매우 간단하고[簡] 
쉬우며[易] [셈법들이 모두] 단도직입적이니[直捷] 지금은 필산을 모범[式]으로 
삼았”던 것이다.16) 조선 사회에 있던 각종 계산법 중 필산이 가장 명료하고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명응이 매문정의 주산과 필산 중 주산은 따랐지만 필산은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매문정이 주산과 필산을 텍스트에 수록한 양태
를 생각한다면, 서명응은 계산 과정을 따로 그림처럼 분리하여 수록하길 원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1장에서 살펴보았던 양휘산법과 상명산법에서 포산 
과정을 수록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양휘산법에서는 [그림1-5]나 
[그림1-10]에서와 같이 포산 과정을 위해 설명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끊고 새로
운 공간을 마련했다. 이 새로운 공간은 포산 그림을 위주로 하되 그것에 대한 설
명까지만 허락된 공간이었으며 이 공간 안에서는 숫자를 읽어내는 것도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산목 계산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상명산법은 [그림1-7]
에서와 같이, 비록 양휘산법에서처럼 포산 과정을 위한 그림이 명확한 사각형 
테두리 안에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설명이 이어지는 문장을 끊고 별
도의 공간에서 새로 숫자들을 시작하되 역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숫자를 
읽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은 조선 사회에서도 계속 고수되어 산원이나 
유학자 모두 포산 과정을 수록할 때 문장을 끊어내고 새로운 네모난 공간을 마
15) 서명응, 고사십이집 권7, 1-2. “九章乃是布籌之法, 而必先知乘除, 然後可以布籌.”
16) 서명응, 고사십이집, 9. “近代或不用籌, 以筆記其數位, 互相乘除, 因名筆籌. 其法頗簡

易直捷, 故今以筆籌爲式.”



- 169 -

련하여 [그림3-2]이나 [그림4-7]의 오른쪽 포산 그림처럼 구성했다.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서 모범이 된 산서들은 포산 그림을 항상 별도의 그림으로 구성했으
므로 이런 산서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당연히 갑자기 계산 과정에서 문자와 숫
자가 세로로 같이 읽혀져야만 하는 상황이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산의 경우는 [그림5-2]처럼 매문정의 주산을 따른 유
물이 남아있었던 것에 비해 필산은 매문정의 새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기존의 방
법을 고수했다. 서명응의 손자였던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저술하면
서 군자라면 노닐만한 기예라는 뜻의 “유예지遊藝志”에 서명응의 ‘수예’를 그대로 
발췌했다. 즉 당시 유학자들이 산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용해야 할 계산 도구는 
매문정의 것이 아닌, 수리정온의 필산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범례를 만든 
것이다.

2. 필산의 알고리즘

          유학자가 사용할 만한 ‘필산’이 산목으로 행하던 산학과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천원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필
산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서명응이 “수예”에 기록했던 필산에는 
기본적으로 ‘가법加法’, ‘감법減法’, ‘인승因乘’, ‘귀제歸除’라는 이름 아래 각각 덧
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방법이 하나씩 포함되었다. 물론 ‘인승’에서 곱하는 수
가 한 자리인 경우는 ‘인’,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이상인 경우는 ‘승’으로 불렀고, 
‘귀제’에서 제수가 한 자리인 경우는 ‘귀’, 두 자리 이상인 경우는 ‘제’로 불렀지
만, 산목 계산과는 명칭만 같았을 뿐 알고리즘은 달랐다. 곱셈은 오늘날처럼 곱
하는 수의 뒷자리에서 시작하여 앞자리로 나가면서 각각 곱해진 결과를 늘어놓
고 한꺼번에 더해 답을 구한다. 나눗셈 역시, ‘귀’와 ‘제’에 상관없이, 오늘날의 
‘긴 나눗셈(long division)’으로 불리는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다만 피제수 바로 
위에 제수를 놓고 몫을 그 위에 또 배치했을 뿐이었다. ([그림5-4]) 또 ‘평방’ 
‘입방’으로 불리는, 제곱근을 구하는 알고리즘과 삼제곱근을 구하는 알고리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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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서명응의 고사십이집 “수예” 중 
귀제법. ÷ 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피제수 343 위에 선분
을 긋고 제수 7을 놓은 다음 7 위에 다시 선
분을 긋고 결과로 나올 몫을 놓는다. 처음 몫
의 십의 자리로 4를 정하고 × 인 28를 343 
아래 쓴 후 뺀다. 남은 수인 63을 놓고 다시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현대의 나눗셈과 동
일한 알고리즘이지만 현대에는 7을 343의 왼
쪽 옆에 쓴다는 점만 다르다. 서명응, 고사십
이집, 23.]   

[그림5-5. 서명응의 고사십이집 “수예” 중 개
방법. 를 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개방법 중 염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144에서 몫 
10의 제곱인 100을 빼고 남은 044의 옆에 기록
된다. 몫은 ∪라는 기호위에 나타낸다. 서명응, 
고사십이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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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늘날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그 몫이 가장 위에 위치하되 자리수를 극명하
게 나타나게 위해 ∪의 표식을 사용하여 그 위에 배치했다. ([그림5-5]) 
          이 여섯 가지의 알고리즘은, 산목 계산에서의 알고리즘과 비교해 본다
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산목 계산에서는 없었던 덧셈과 뺄셈의 알고리즘
이 등장했다. 산목을 이용한 계산에서 하나의 수는 하나의 격자 무늬 안에 놓인 
산목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일단 하나의 수가 표현된 후 산목을 더 놓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단순 조작을 통해 덧셈과 뺄셈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
떤 물건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별도의 학습 없이 덧셈과 뺄셈을 조작할 
수 있었다.17) 반면 필산에서는 그 계산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일一’, ‘이二’, ‘삼
三’, ‘사四’, ‘오五’, ‘육六’, ‘칠七’, ‘팔八’, ‘구九’로 표현되는 문자들이 어떤 숫자들
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더할 때 어떤 문자로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
떻게 공간에 배치해야 하는지 학습해야만 했다. 즉 필산은 ‘문자’라는 인공적 기
호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물건을 세는 것보다 기호를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기호를 학습하는 능
력이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학습해
야 하므로, 덧셈과 뺄셈부터 배워야 한다.
          둘째,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의 종류는 산목에서는 보승, 인법, 승법, 
가법, 상제, 구귀, 귀제, 감법과 같이 다양했던 것에 비해 필산에서는 각각 단 하
나의 알고리즘으로만 표현되었다. 그리고 필산의 각 알고리즘은 그 변이를 허용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폐쇄적이다. 필산의 곱셈과 나눗셈의 알고리즘은 
계산 수행자가 각 단계를 명확히 종이 위에 붓으로 쓰도록 고안되었으므로 계산 
수행자가 암산으로 그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알고리즘이 나
올 수가 없다. 만약 두 자리 수를 곱하는 곱셈이라면, 그것은 한 자리 수를 곱하
17) 라코프와 누네즈는 인간이 숫자를 인식하는 여러 메타포 중 하나로 “같은 크기의 물

체들의 집합을 숫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산목처럼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물체들을 자연스럽게 숫자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지과학에서는 이 능력
을 ‘subtizing’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4개 이하의 물체에 대해서만 몇 개라
고 말할 수 있을 뿐, 4개 이상의 물체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물체들이 13개
인지 14개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G. Lakoff, and R. E. Núnez, Where 
Mathematics Comes From: How the Embodied Mind Brings Mathematics Into 
Being (New York: Basic Books, 20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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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곱셈을 자리를 바꿔 두 번 진행한 것이었을 뿐 새로운 알고리즘은 아닌 것이
다. 즉 학습된 하나의 알고리즘을 두 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었다. 또한 필산은 
산목 계산과는 달리 어떤 숫자를 다른 숫자로 쉽게 변화시킬 수 없었다. 산목 계
산에서 1을 더하려면 산목 하나를 더 넣음으로써 간단히 해결되지만, 필산에서는 
기왕의 숫자가 쓰였던 공간을 포기하고 종이 위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여 새
로운 숫자를 다시 써야만 했다. 결국 필산의 곱셈과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시각적 명징성을 지닐 수 밖에 없었고, 이것
은 다시 알고리즘 자체를 고정시켜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셋째, 산목 계산처럼 굳이 한 쌍의 곱셈과 나눗셈을 묶어 서로 ‘환원’
할 수 있는 관계라거나 혹은 어떤 대칭적 쌍을 이룬다고 선언할 여지가 없었다. 
곱셈과 나눗셈 자체가 각각 하나의 알고리즘만 있으므로 굳이 이들을 의도적으
로 묶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산목 계산에서는 연산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의 
포산 과정들이 사라지고 맨 끝에 답만 남게 되므로 검산을 위해서도 ‘환원’ 관계
가 필요했었지만, 필산에서는 연산 과정의 각 단계가 명징하게 기록되어 남아 있
었으므로 굳이 검산을 위해 곱셈을 나눗셈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다시 풀 필요
가 없었다. 필산에서 검산으로서의 환원이 필요하지 않음은 동문산지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문산지의 필산 중 덧셈의 검산은 단순히 뺄셈으로 확인
하는 것 외에도 7이나 9를 순차적으로 빼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18) 이 검산법
은 예를 들어  가 9의 배수라면 각 자리의 숫자들을 더한     역시 
9의 배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5321+3222의 계산의 답을 8543으
로 구한 후 그것이 맞는지 검산하기 위해  5+3+2+1에서 9의 배수를 빼거나 9
를 순차적으로 뺀 후 남은 나머지와 3+2+2+2에서 9의 배수를 빼고 남은 나머
지를 더하면 8+5+4+3에서 9의 배수를 빼고 남은 나머지와 같다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즉 필산은 ‘환원’이란 방법 이외에도 셈법을 행한 후 검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필산의 알고리즘이 지니는 이런 특징들은, 서명응이 그의 산학 지식 
18)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엄, 두석연, 앞의 책, 274; Yiwen Zhu, “How were Western 

written calculations introduced into China? An Analysis of the Tongwen suanzhi,” 
Centaurus 60(2) (2018), 69-8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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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왼쪽: 서명응의 고사십이집 “수예” 중 ‘영뉵수법’. 오른쪽: 서명응의 고사십
이집 “수예” 중 ‘방정수법’. 영뉵수법에서는 ‘호승’, 방정수법에서는 ‘편승’이란 용어가 그
대로 사용되었다. 서명응, 고사십이집, 66, 71] 

전체를 구성한 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수예”를 우선 ‘가감승제’와 
‘평방’, ‘입방’처럼 기본 계산 알고리즘으로 시작했다. 한번 설명한 이후 가, 감, 
승, 제라는 사칙연산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필산을 통한 별도의 알고
리즘에 대한 설명없이 ‘더한다’, ‘곱한다’ 등의 구절로 처리함으로써 산목을 이용
했던 다른 산서들에 등장했던 많은 문제 유형을 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어서 구장산술의 각 장이 마치 하나의 ‘수법數法’인 것처럼 
분류했는데, 특히 산목 계산에서도 존재했던 ‘영뉵’, ‘방정’의 방법은 산목을 놓는 
대신 숫자들을 똑같이 배치한 후 여러 셈법을 수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산목 
계산에서와 똑같은 연산 과정을 다만 필산을 통해 실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그림5-6]의 ‘영뉵수법盈朒數法’으로 앞의 3장에서 산목으로 두 개의 열을 늘어
놓았을 때의 [그림3-3]의 배치 그대로 문자로 표시된 숫자를 놓고 ‘호승互乘’을 
수행했다. 이때 호승을 비롯하여 적당한 조작을 통한 수들은 [그림5-6]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다시 ‘사율법四率法’으로 연결되었다. 사율법은 간단히 설명하자
면 , , 가 주어진 수이고 구해야할 미지수가 인 경우, 만약       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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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다면 ‘1율을 , 2율을 , 3율을 ’로 정한 후 무조건 4율은   ×÷
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그림5-6]의 ‘방정수법方程數法’ 역시 앞의 [그
림3-4]에서처럼 산목으로 두 개의 열을 만들고 배치했던 때에 비해 다만 90도
로 회전을 시킨 후 ‘편승遍乘’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때 90도로 회전시킨 것은 
필산에서의 사칙연산 모두가 현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
되므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였다. 특히 ‘영뉵수법’이나 ‘방정수법’ 등에서 우리는 
서명응이 산목 계산에서 사용되었던 ‘호승’, ‘편승’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기존의 산목 계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던 효과를 노렸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명응은 산목 계산법 중 간단한 개방법 외의 다른 각종 개방법
들이나 천원술, 사원술 등을 “수예”에 담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그가 다른 고차방정식의 개방식이나 천원술은 “수
예”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을 고급 지식으로 인식을 했거나 혹은 스스로 그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여서 일부러 뺐을 수 있다. 그러나 좀더 흥미를 끄는 것은 
그가 모든 산학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각종 개방법이나 천원술 등
은 필산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다. 물
론 수리정온과 같은 산서는, 각종 개방법을 다룰 때 기존의 개방법의 이름을 
따라 분류함으로써 산목 계산과 필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천원술에서만큼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수리정온은 ‘차근방
법借根方法’이라는 새로운 방법만을 수록했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천원술과 차근방법이란 두 방법이 서로 대체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해야 했다. 이런 필요성이 3절에서 후술할, 청의 학자들이 
천원술과 차근방법을 비교하는 논쟁을 벌인 배경이기도 하며, 남병길이 19세기 
중엽에 굳이 이 논쟁을 조선 사회에 소개한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셈법은 쉽게 필산으로 변환되고, 어떤 셈법은 쉽게 변환되지 않
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계산 도구’에 따라 치환이 쉽게 되지 않는 셈
법들은 ‘계산 도구’ 자체에 의존성이 큰 셈법들로 분류해도 되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역으로, 천원술은 그 ‘계산 도구’ 즉 ‘산목’에 의존도가 큰 셈법
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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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2장 4절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좀더 명료한 분석이 가능하
다. 산목을 이용한 셈법의 발전 방향 중 첫 번째 흐름에 속해있던 단순곱셈과 단
순나눗셈은 필산으로 쉽게 치환이 가능했다. 이 셈법들을 산목이란 도구의 물질
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게 발달했지만 필산에서
는 그 다양성은 사라진 대신 각각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쉽게 치환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흐름, 상제와 개방, 천원술로 연결되었던 흐름에서 필산으로의 치환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원래 산목을 이용한 알고리즘에서 관찰되었던 상제와  각종 
개방술, 천원술의 친연성은 모두 없어졌으므로 그 흐름도 끊겼다. 즉 필산에서는 
상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개방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특별한 유사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각종 개방술과 천원술 역시 개방과 연결될 어떤 공통점도 존재
하지 않았다. 이 단절이 바로 현대 동아시아 용어에서 ‘개방’이 다만 제곱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된 중요한 계기이며, 19세기 조선에서 차근방법과 천원술
이 같은지 다른지 혹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굳이 논쟁을 벌여야만 하는 배경을 
제공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차근방법이란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며 차근방법과 
천원술에 관련된 논쟁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3. 무이해: 천원술과 차근방법 논쟁

19세기 중반 활동했던 남병길은 관상감제조을 지냈던 유학자로 천문역산 및 천
문의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명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저술만 거의 
이십 여종이 있다.19) 남병길과, 그의 형 남병철南秉哲(1817-1863)의 성취를 근
거로 과학사학자들은 19세기 초중반 조선이 모든 학문과 문화의 전반적 정체기
였다는 오래된 평가에 반발하면서 최소한 산학과 천문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들의 남긴 서적들은 “수준 높은 성취”를 
19) 남병길의 자세한 생애 및 업적에 대해서는 이노국, 19세기 천문수학 서적연구(한국

학술정보, 2010), 19-29; 전용훈, “19세기 조선에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의 성격: 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55권 제3호 (2013), 435-464; 전
용훈, “19세기 조선의 역산 매뉴얼 추보첩례”, 규장각 44 (2014), 93-123; 문중
양, 앞의 논문; 강민정, “구장술해의 연구와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5-5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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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20) 이들의 남아있는 산서 중 가장 초기작에 속하는 남병길의 『무이
해無異解(1855)는 바로 천원술과 차근방의 관계 논쟁에 대해 자세하게 논한 저
술이다. 
           남병길의 산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청 건가학파乾嘉學派의 고증
학考證學을 그 배경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전용훈은 남병철의 천문역법 저
서를 분석하면서, 청의 천문학자이자 고증학자인 강영江永(1681-1762)의 영향
이 지대했음을 지적한 후 “남병철이 추구한 천문학은 청조 고증학의 영향 속에
서 성립하였다”고 주장했다.21) 남병길의 『무이해』에는 보다 직접적인 고증학파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가 18세기 청조 건가학파의 학자들 사이에 있
었던 천원술, 차근방의 관계 논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천원
술과 차근방에 대한 논쟁은 매각성梅瑴成(1681-1764)이 적수유진赤水遺珍에
서 “천원술은 곧 차근방이다”라고 선언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각성
은 예수회가 전수한 서양의 천문학 지식과 수학지식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반발
하며 당시 소실되었던 중국 고대 산서들과 천문학서들을 발굴하는 데에 큰 노력
을 기울였다. 그는 수시력초授時歷草와 측원해경測圓海鏡의 천원술을 읽어내
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명대 수학가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양에서 차근방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시 읽어보니 천원술이 곧 차근방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했다.22) 
           매각성에서 시작된 천원술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왕성하게 활동했던 건가학파에게 이어졌다. 이예李銳(1763-1820), 왕래汪萊
(1768-1813), 초순焦循(1765-1814) 등으로 대표되는 건가학파의 학자들은 저
마다 천원술과 차근방법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 예를 
들어 왕래는 차근방이 더 낫다고 했고 이예와 초순은 천원술이 훨씬 좋은 방법
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만생洪萬生은 “담천삼우談天三友”로도 불리는 이 세 명의 논의를 분
석하면서 이들의 논쟁은 수학 자체의 쟁점이 아니라 다만 서양의 방법인지 중국
20) 전용훈, “19세기 조선에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의 성격”, 436.
21) 전용훈, 앞의 논문, 437. 
22) 梅瑴成, 赤水遺珍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中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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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인지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인한 논쟁으로 해석했다. 이예는 매각성의 주
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서양의 우수한 천문역산법이 차근방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차근방법은 중국의 천원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천원술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반면 왕래는 방정식의 근과 행렬식(determinant) 등에 관한 서양의 이
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으므로 차근방법이 천원술보다 좋다고 주장했다. 
초순은 사칙연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역에서 차용한 용어들을 혼합하여 자신
만의 기호를 개발하는 데에 열중하였으므로 중국의 방법인 천원술을 선호했
다.23) 이에 비해 전묘田淼는 건가학파의 수학자들이 차근방법과 천원술 중에서 
선호를 밝힌 것에는 수학내부적인 요인, 즉 수학 지식으로서의 장점을 따지는 것
도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왕래, 초순, 이예 모두 차근방법에 정통했
던 학자였지만, 초순과 이예는 나중에 주세걸의 산서 등을 읽고 난 후에야 천원
술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차근방법보다 천원술을 선호한 것은 그 
계산법으로서의 장점, 즉 계산 단계 자체가 간단하며, 미지수가 하나인 일원뿐만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인 이원, 세 개인 삼원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증승개방법
과의 연결에서도 큰 강점을 보였다는 특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24) 이 
두 연구자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모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라는 짧은 시기
동안 건가학파에 속한 수학자들이 이 논쟁에 뭔가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천원술과 차근방의 관계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건가학파의 이 논쟁은 조선에서는 남병길의 무이해라는 산서
로 연결되었다. 무이해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원술과 차근방은 다름이 
없음[無異]을 밝힌 책이다.25) 즉 천원술과 차근방은 다름이 없으므로 차근방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예는 천원술의 대표적 저작으로 알
려진 이야의 측원해경과 익고연단益古演段을 발굴하고 주석을 달아 사고전
23) Horng Wann-sheng. “Chinese Mathematics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Jiao 

Xun, Wang Lai, and Li Rui,” Cheng-hung Lin and Daiwie Fu, eds., Philosophy and 
Conceptual History of Science in Taiwa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167-208.

24) Tian Miao, “Jiegenfang, Tianyuan, and Algebra in Qing China,” Historia 
Scientiarum 9 (1999), 101-119. 

25) 최근에 폴레와 영가명은 남병길의 무이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
니 참조할 만하다. Pollet, Charlotte and Ying Jia-MIng,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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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四庫全書에 수록했는데, 천원술은 차근방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
고전서의 주석에서는 아직 천원술이 낫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천원술
과 차근방이 다르다고 인식한 것이 나중에 천원술이 더 낫다는 그의 주장의 초
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병길은 무이해에서 익고연단의 4문제와 측
원해경의 3문제에 대한 이예의 주석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차근방과 
천원술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26) 
          특히 남병길이 이예의 주석에 동조할 수 없었던 지점은, 이예가 천원
술이 곧 차근방이지만, “차근방의 ‘양변가감법’과 천원술의 ‘상소법’은 그 법이 현
격히 다르다”고 한 부분이다.27) 이예의 주석과 남병길의 반박이 어떤 의미를 지
니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차근방법의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차근방법은 미지수를 ‘근根’이라 명명한 후 근수, 제곱수, 세제곱수 등
을 “임시로 빌려[假借]” 적당한 조작을 한 후 실수實數를 구하는 방법으로, 역시 
천원술처럼 오늘날의 일원고차방정식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무이해에 가장 먼
저 수록된 익고연단의 문제를 보자. 

방전方田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원형의 못이 있다. 물이 찬 못 밖의 땅의 넓
이가 13.75묘畝이다. 안의 둥근 호수의 지름과 바깥 밭의 변의 길이는 모르
나 다만 바깥 밭 모서리에서 안의 호수의 모서리까지 4변이 각각 20보라고 
한다. 원의 지름과 밭의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28)  

이 문제는 정사각형 모양의 밭의 한 가운데 원 모양의 호수가 있고, 원모양의 끝
에서 한 변까지 가장 짧은 곳의 길이가 20보이고, 밭에서 호수를 뺀 부분의 면
적이 3300보일 때, 그 호수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이다. 현대 수학용어로 표현한

26) Benjamin A.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245; 251-252. 

27) 남병길, 無異解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6권 (여강출판사, 1985)), 
199. “蓋西人借根方, 卽古立天元一, 而借根方兩邊加減與立天元一相消, 其法逈殊.“ 이예
의 주석은 사고전서에 실린 익고연단, 측원해경에 달린 주석으로 남병길은 무
이해에서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수록했다.   

28) 남병길, 무이해, 195. “今有方田一段, 內有圓池. 水占之外, 計地一十三畝七分半, 竝不
記內圓外方. 只云從外田楞至內池楞, 四邊各二十步. 問內圓外方, 各多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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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풀어야하는 문제이다.  
           


  .

이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과정을 거친다. 

        

     .............(1)

        

    .........................(2).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차근방의 해법을 살펴보자.  

우선 1근根을 빌려[借] 안쪽 호수의 지름으로 삼는다. 근을 제곱하면 평방
이 된다. 원의 면적은 원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면적의 

 이므

로 3을 곱하고 4로 나누니 
 평방이 된다. 

“1근 다多 40보”는 바깥 정사각형 밭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제곱하면 “1평
방 다多 80근 多 1600보”는 바깥 밭의 면적이 된다. 
여기에서 안의 호수의 면적을 빼면 “

 평방 다多 80근 다多 1600보”는 
‘허적虛積’이 되어 왼쪽에 놓는다[寄左]. 
옆에 ‘진적眞積’을 놓는데, 묘법畝法을 곱하여 보 단위로 환산하면[通] 
3300보가 되는데, 이는 왼쪽에 놓은 것과 값이 서로 같다[相等]. 
 양변兩邊에서 각각 1600보씩을 빼면 1700보가 “

 평방 다多 80근”과 
서로 같아진다[相等]. 
개평방을 하면 20보가 나와 호수의 지름이 되며, 여기에 40보를 더하여 60
보를 얻으면 곧 밭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 29)

29) 남병길, 무이해, 204-205. “法借一根爲內池圓徑, 自乘得一平方, 圓積原是方積四分
三, 故乃三因四除, 得百分平方之七十五, 爲內池面積. 一根多四十步爲外田方邊, 自乘得一
平方多八十根多一千六十步爲外田面積, 與內池面積相減, 得百分平方之二十五多八十根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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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법을 잘 살펴보면 우선 기좌라던가 허적, 진적 등의 용어가 천원
술의 용어와  모두 같으며, 다른 점이라면 현대의 + 기호와 비슷한 ‘다多’, - 기
호와 비슷한 ‘소少’라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예가 말한 ‘양변가감법’은 양변에
서 똑같은 숫자를 빼거나 더하는 것으로 위의 현대식 중 (1)에서 (2)로 넘어가
는 조작을 말한다. 즉 양변에서 각각 1600보씩 뺀 것이 양변가감법인 것이다. 만
약 이것을 수리정온에 수록된 실제 계산 과정의 모습처럼 그린다면 다음과 같
은 모습이 될 것이다. 

   
 平方    80根    1600  = 3300.................(1)

   
 平方    80根   = 1700................................(2) 

        이예는 차근방의 양변가감법은 “가감 후에도 양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다.30) 즉 직접 개방을 하여 답을 얻기 직전의 모습인 (2)에서 양변이 나뉘
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천원술로 푼다면 가장 마지막 상소의 과
정을 거친 후 한 쪽으로만 산목들이 몰려 있게 된다.31) 이예의 말을 빌자면 “만
약 상소한 후라면 오로지 뺀 나머지만 있을 뿐이니 다시는 이것(예를 들어 왼쪽
에 놓은 ‘기좌수’)과 저것(예를 들어 오른쪽에 놓은 ‘실수’)이 같다고 말할 수 없
다”고 했다.32) 그러므로 이것이 천원술과 차근방의 큰 차이점이었던 것이다.  
          반면 남병길은 천원술로 푸는 것이나 차근방으로 푸는 것이 같은 것

一千六百步, 爲虛積, 寄左. 副置眞積, 以畝法通之, 得三千三百步, 與寄左相等. 兩邊各減
一千六百步, 得一千七百步與百分平方之二十五多八十根相等. 開平方得二十步, 爲內池圓
徑也. 加四十步得六十步, 卽外田方邊也.” 

30) 남병길, 무이해, 201. “兩邊加減法, 旣加減, 仍分兩邊, 故案云步與池徑平方等. 若相消
之後, 則止有減餘, 更不得云彼與此等矣.” 

31) 이예에 의하면 “상소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것”이다. 
남병길, 무이해, 229. “銳案, 相消卽相減, 方程所謂直除, 是也. 可以又數減寄左數, 亦
可以寄左數減又數, 故曰相消也.”

32) 무이해, 201. “若相消之後, 則止有減餘, 更不得云彼與此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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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했다. 이 둘은 양변이 있고 없다는 것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방
의 한 쪽을 다른 쪽으로 넘긴다면 천원술처럼 되며, 그 계산 결과 또한 같았다. 
          남병길과 이예의 차이는 오늘날 ‘등호’라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동치
(equivalence)’라는 개념을 생각하도록 한다. 이예가 생각할 때 천원술과 차근방
의 큰 차이점은 바로 차근방의 경우 그 해법의 가장 마지막 행이 오늘날의 ‘등
호’를 포함한, 즉 오른쪽 왼쪽이 서로 동등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반면, 천원
술의 경우 한쪽 열로만 산목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천원술의 마지
막 단계에는 등호를 포함할 여지가 없었다. 반면 남병길은 이런 겉모습은 중요하
지 않았으며, 천원술이나 차근방법이나 어차피 같은 것이라 주장했다. 
          폴레와 영가명이 영민하게 지적했듯이 이예와 남병길은 각각 나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예는 
고증학파의 무수한 학자들 틈에서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세심한 분석
을 진행하여 논쟁에 뛰어 들었고, 남병길은 조선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던 천원술
을 수리정온의 ‘당대 최신’ 용어와 기법(contemporary mathematical 
knowledge)인 차근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무이해라는 글을 썼다.33) 
          사실 이런 남병길의 전략은 이미 최근의 한 연구에서 간파된 바 있
다.34) 당唐 왕효통王孝通의 집고산경緝古算經의 여러 주석서들을 비교하는 한 
연구에서 남병길의 특유한 관점이 분석된 적이 있다. 옛 산서들을 복원하고 그에 
자신들의 주해를 붙이는 것은 고증학 학풍의 많은 학자들이 선호했던 방법이었
다. 집고산경의 텍스트 자체가 손상되어 풀이법을 복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
는데 남병길과 청의 고증학자였던 장돈인張敦仁(1754-1834)은 서로 다른 풀이
법을 제시했다. 장돈인은 계산법을 복원할 때 텍스트의 남아있는 부분과 비슷한 
형태로, 즉 마치 왕효통이 썼을 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옛 것처럼 보이게 했고, 
남병길은 이야의『측원해경』에 있는 방법을 이용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즉 왕효
통의 산서를 작성할 때의 맥락과는 전혀 다르지만 자신만이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조선 사회에서는 제법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이 최대치로 보
33) Pollet and Ying, 앞의 논문, 158.
34) Tina Su-Lyn Lim and Donald B. Wagner, “Wang Xiaotong on Right Triangles: Six 

Problems from ‘Continuation of Ancient Mathematics,” EASTM 37 (20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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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연출했다. 이런 면모는 남병길이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특징일 것이다. 그는 항상 자기 시대의 지식, 자신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과거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남병길의 무이해에 대한 분석에서 산법을 해석하는 그의 전
략이나 의도보다 더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왜 이 논의를 조선 사회에 
끌고 왔어야만 했는가의 문제이다. 그가 청의 고증학자들과 교류하고 경쟁하길 
원했으므로 청에서의 주요한 논쟁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조선 사회에 그 
논쟁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언제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다른 논쟁도 아닌, 바로 그 논쟁을 끌고 왔으며 왜 천원법과 차근방법이 같다는 
결론을 내렸는가? 실제 남병길은 두 방법이 ‘같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천원술의 “상소법은 실實, 종從, 염廉, 우隅 등이 한 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긍경肯綮을 변별하지 못하는” 반면 차근방의 “가감법은 진수眞數를 근수, 
방수와 더불어 양변에 여전히 나뉘어 있어서 분명하다. 그 계산법과 원리가 비록 
자세하고 간략한차이가 있기는 하나,…” 라는 등 차근방법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는 평가를 수록했다.35) 결국 무이해를 서술한 그의 목표는 조선 사
회에서 차근방법 사용을 더욱 진작하려는 의도였으며, 산목 계산의 가장 높은 수
준의 산술 중 하나인 천원술의 역할을 하는 셈법이 필산에도 있다는 제목 아래 
큰 주장을 펼치고,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근방법의 장점을 슬쩍 부각시키는 전략
을 구사한 것이다.  
          차근방이 천원술과 ‘다름’, 혹은 ‘더 나음’을 위해 ‘다름이 없음’을 주
장한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2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산목’ 계
산이 ‘필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제와 개방법, 상제와 천원술, 개방법과 천원
술의 연결 고리는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는 산목을 계속 사
용하는 행위자 집단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그들에게는 산목이 주된 계산 도구였
다. 그렇다면 그들의 계산 도구마저도 산목에서 필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차근방법이 천원술과 치환될 수 있는 셈법, 즉 서로 “다름이 없는” 셈법이란 것
35) 남병길, 무이해, 202. “凡寄左數與後數, 原是等數, 故相消與加減之後, 皆爲開方式也. 

相消法使實從廉隅, 務歸一行, 而不辨其肯綮. 加減法, 使眞數與根方數, 仍分兩邊而昭晰. 
其法理縱有詳畧之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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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드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남병길이 평가하기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근방법이 나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산원들 집단과, 아마 산학에 무
심한 대부분의 유학자들처럼 산목만을 계산 도구로 아는 학자 집단에게 이 두 
방법이 치환될 수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산목 계산이 소
멸해 가는 흐름에서 산목 계산의 절정이라고도 할 만한 천원술을 대체할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소개되었던 여러 새로운 계산 도구들 중 오직 필산이
었다. 그러므로 필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설사 
청의 학자가 무엇을 주장하든 필산의 차근방은 천원술과 “다름이 없는” 방법이
므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4. 산학정의: 남병길의 천원술

영가명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학정의算學正義(1867)는 남병길이 스스로 구장
산술이나 수리정온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전’이 되길 바라면서 저술한 산서이
다.36)  그의 야심은 흔히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와 같은 고전 주석서의 제목에 
‘바른 해석’이란 뜻으로 붙이곤 하는 ‘정의正義’라는 표현을 자기 책 제목으로 사
용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자기가 바르게 해석할 대상이 되는 
산학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옛 산서는 간단하면서도 능히 갖추어져 있고, 통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리[理]는 깊숙이 있었고 푸는 방법[術]은 숨어 있었으며 말[辭]
은 높기[만] 했고 뜻[旨]은 멀기[만] 했으니, 후생後生과 몽사蒙士는 실마
리를 짐작하여 근원[源]을 탐구할 수 없었다.37)   

36) Ying Jia-Ming, “Mathematical Canons in Practice: The Case of a 
Nineteenth-Century Korean Scholar Nam Pyǒng-Gil and His Evaluation of Two 
Major Algebraic Methods Used in East Asi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8(3) (2014), 347-362.

37) 남병길, 산학정의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7책 (여강출판사, 
1985)), 3. “古之算書簡而能賅, 通而不黷. 然理奧術隱, 辭高旨遠. 後生蒙士, 不能端倪而
究其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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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옛 산서에 담긴 산학 지식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산
목을 이용한 계산으로 책을 가득 채웠다. 
          산학정의에는 산목 계산에서의 특징적인 모습들도 기록되었는데 산
목 계산의 다양한 곱셈과 나눗셈은 각각 ‘승법乘法’과 ‘제법除法’이란 제목 아래 
한꺼번에 설명되었다.  곱셈은 ‘보승’ 즉 세 줄로 행해지는 셈법을 첫머리에, 그
리고 뒤로 가면서 신외가법 등의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나눗셈은 ‘상제’를 첫
머리에, 신외감법 등의 방법을 뒤에 설명했다.38) 
          그러나 산학정의에는 산목 계산법만을 담았던 산서와는 다른 몇 가
지 특징들이 등장한다.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산목을 사용했던 때의 산서, 예를 
들어 양휘산법이나 상명산법, 구일집 등에서는 단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
던 ‘산목을 조작하여 계산하는’ 덧셈과 뺄셈이 차근차근 설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필산의 영향이 분명하다.
           덧셈과 뺄셈 뿐만 아니라 개방법에서도 필산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
다. 강민정은 산학정의의 개방법을 연구하면서 특히 몫을 계산할 때 자릿수 배
열을 정렬한 방법을 강조하면서 “산학정의의 방식은 조선의 산학서 뿐만 아니
라 중국의 산학서에어도 찾아볼 수 없는 산학정의 개방법만의 독특한 방식”이
었으며, 그 주요한 영향으로 수리정온의 필산을 꼽았다.39)

           또 남병길은 수리정온에 처음 등장했던 ‘차징借徵’이란 계산법을 
그대로 실었다.40) 이 ‘차징’의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금 양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수의 반에서 삼분의 일에다 또 사분의 일을 
[팔고도] 아직 300마리가 남는다. 원래 수는 얼마인가?41) 

38)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앞의 1장을 참조하라.
39) 강민정, “산대셈 개방법에 대한 산학정의의 독자적 성취: 어림수[商] 배열법 개선을 

통한 증승개방법의 정련”,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1-6 (2018), 
273-289. 

40) 수리정온에는 借衰互徵, 疊借互徵의 두 경우가 있다. 수리정온, 399-427. 
41) 남병길, 산학정의, 287-288. “今有羊一羣, 以其半數內賣去三分之一又四分之一, 尙餘

三百雙. 問原數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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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풀이법으로 우선 문제에서 
 과 

 이 나왔으므로 분모를 적당히 통분
할 수 있는 12를 생각해보자.42)  만약 양의 총수가 12라고 가정하면 그 반의 



 인 2와, 그 반의 
 인 

 를 더한 
 이 판 양의 수이다. 그렇다면 만약 양의 

총수가 12라는 가정에서는  

=

 이 남은 양의 수이고 이것이 실제 300
마리라면 원래 12에 해당하는 양의 수는 얼마인지 찾으면 된다. 이 문제는 간단
한 사율비례로 

  을 1율, 300을 2율, 12를 3율로 삼으면 

     에서 

를 찾는 문제로 귀결된다. 풀이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12를 가정했으므로 ‘빌린
다’는 표현을 써서 12를 ‘차허율借虛率’이라고 한다. 즉 ‘차징’의 기본은 비례의 
문제에서 한 수를 ‘빌려’ 진수眞數, 즉 실수인 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풀이법의 핵심은 하나의 수를 가정하는 것인데, 이때 ‘차’
라는 용어는 마치 ‘차근방’에서의 ‘차’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차징이 실제 계산에 편한 수를 마음대로 가정할 수 있
다는 것이며 차근방은 다만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근’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만약 차징에서 편한 수를 1로 가정할 수 있다면 산목 계산에서 ‘하나의 산
목을 빌려’ 놓는다는 ‘차일산借一算’이란 용어와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우법에서 1을 빌린다는 것을 천원일로 지칭했던 교식가령에서의 경우나, 미
지수의 역할을 하는 것에 산목 하나를 놓고 천원일로 지칭했던 박율이나 황윤석
의 경우와도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남병길이 천원술을 다룬 내용을 살펴보면서 ‘차’라는 용어와 
천원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남병길의 산학정의 중 “천원일天元一”의 첫 
문제는 다음과 같다.  

42) 이 문제를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구하고자 하는 양의 총수가 
라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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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왼쪽: 산학정의의 천원술 중 첫 문제 설명 부분. 오른쪽: 산학정의의 사원
술 설명 부분. 천원술에서는 위의 예가 포산 그림이 등장하는 유일한 예이다. 사원술은 위
처럼 일반적인 설명부터 시작하여 모든 문제에 포산 그림을 실었다. 산학정의, 378, 
468]

어떤 사람이 장사를 3번 했는데, 첫 번째 남긴 이윤는 원래 은에 비해서 2
배로 많고, 두 번째 남긴 이윤은 원래 은과 첫 번째 이윤를 함께 합한 은에 
비해 4배로 많고, 세 번째 남긴 이윤는 두 번째 [이윤 계산에서] 원래 은과 
이윤를 함께 합한 은에 비해 또 3배로 많게 걷는다. 남긴 이윤들을 [모두] 
같이 계산한 것과 원래 은을 합하면 900냥을 얻는다. 원래 은[의 양]은 얼
마인가?43)

이 풀이를 원래 은의 양을 천원, 즉 미지수 로 생각한 후 현대 용어로 해석한
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첫 번째 얻는 이윤의 양은 이므
로, 첫 번째 이윤를 얻은 후 총 은의 양은    가 된다. 두 번째 얻는 
이윤의 양은 앞선 총 은의 양에 4배를 곱하므로 ×  가 된다. 그러므

43) 남병길, 산학정의, 377. “今有人爲商三次, 初次獲利, 比原銀多二倍, 二次獲利, 比初次
本利共銀多四倍, 三次獲利, 比二次本利共銀又多三倍. 共計獲利倂原銀, 得九百兩. 問原銀
若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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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번째 이윤을 번 후 총 은의 양은     가 된다. 세 번째 얻는 
이윤의 양은 두 번째 이윤을 벌고 총 은의 양에 3배를 곱하므로 ×  
가 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윤를 얻은 후 총 은의 양은    가 된
다. 이 마지막 총 은의 양이 문제에 등장하는 900냥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을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천원술 중 개방식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없
으므로 ‘정제된’ 형태가 아니며 마치 박율의 ‘최분’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병길은 이 문제를 ‘정제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는 와 을 
‘상소相消’하여 “위에는 실, 아래는 법으로 [삼고] 나누는” 과정으로 표현했다.44) 
즉 그는 ‘최분’과 같은 셈법 역시 천원술로 풀 수 있으며 이를 천원술의 정제된 
형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문제 뒤에는 긴 
주석이 붙여 이 문제를 차근방 문제으로 풀 경우 어떻게 푸는지 친절하게 말함
으로써, 텍스트에서는 천원술의 ‘정제된’ 형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떻
게 차근방법으로 해석되는지를 설명했다.45) ([그림5-7]) 즉 앞서 가와하라가 
구일집의 개방법 중 첫 문제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개방법의 풀이과정에서 천원
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면, 똑같이 우리는 산학정의의 천원술의 첫 문제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천원술이 차근방법으로 해석되는 가능성 역시 중요함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46)

          특히 그가 천원술을 설명하는 장에서 첫머리에서 “천원일이라는 것은 
수를 빌리는 것[借數]”이라고 하면서 최분, 차징에서의 수를 빌리는 기술은 이차

44) 남병길, 산학정의, 378. “法立天元一爲原銀數,   仍倍之爲初次利銀,  倂之爲本
利共銀, 

   亦爲二次本銀. 仍四之爲二次利銀,  倂二次本利共銀爲三次本銀,  三之爲三次利銀, 
 倂三次本利共銀與九百兩相消得式.  上實下法除之, 卽得原銀也.”

45) 남병길, 산학정의, 378. “若以借根方法演之, 則借一根爲初商原銀數, 二根爲初次利銀
數, 十二根爲二次利銀數, 四十五根爲三次利銀數, 六十根爲獲利倂原銀數, 與九百兩相等, 
則一根必與十五兩相等, 卽原銀數也.”

46) 산학정의의 “천원일”의 총 62문제 중 앞의 20문제는 최분처럼 ‘상소’ 후 단순나눗셈
의 문제가 나오며, 뒤의 문제들은 본격적으로 ‘상소’ 후 ‘개방식’이 나온다.



- 188 -

항[面], 삼차항[體]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지만 천원술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47) 
즉 천원술이 최분이나 혹 차근방에서의 1차, 즉 미지수 의 일차식뿐만 아니라 
이차항(개방), 삼차항(입방)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명백히 장점으로 여겼지
만, 천원술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차’란 개념을 통해서였으며, 최분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방정식으로 풀이될 수 있는 셈법들을 적극적으로 천원술 안
에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차’라는 용어의 이런 쓰임새는 차근방에 
익숙한 독자들이 천원술을 만났을 때 천원술과 차근방을 같은 방법으로 쉽게 생
각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흔히 남병길의 산학정의를 평가하면서 “산가算家의 극
치로서 천원술과 사원술 등을 가장 중시했”으며 비록 천원술의 해설에 “차근방비
례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천원술의 차원 낮은 별법 정도로 거론했다”라
던가, 혹은 “여전히 옛날식 동양 수학에 집착을 보이며” 송원 시대의 천원술과 
사원술 등을 주제로 삼았다고 한다.48) 그러나 그가 천원술을 높게 평가하고 중
요하게 생각한 것을 인정해도 그가 천원술을 설명하려 한 노력을 본다면 수리
정온의 차근방법의 설명을 기본으로 천원술을 설명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 산학정의에 천원술을 기록한 형태 역시 일관되게 ‘정제된’ 형태를 띠고 있
으며 실제로 산목을 조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실행의 미묘한 변용이나 발전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런 태도는 고증학자들이 천원술을 대하는 태도
와도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고증학자들이 평생 산목을 직접 잡아본 적이 없이 
천원술을 텍스트로 학습했었으며 주로 송원 시대의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을 서
술하고 주석을 다는 것에 치중했었다. 남병길은 비록 실제로 산목을 접하고 그 
계산 도구에 능수능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산학정의에서 천원술을 설
명한 것은 바로 고증학자들의 그것이었다. 즉 산학정의에 천원술을 서술할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도구를 통한 실행의 발전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47) 남병길, 산학정의, 375-377. “天元一者, 借數也. 衰分疊借之術可謂借數之巧, 然無以
御面體. 而此法假立一算於太極之下, 或正, 或負, 演其虛積, 相消相長, 脫其眞數, 線面體
諸術, 靡往不通, 誠算家之奇門, 而究其實, 則亦不越乎比例之理. 故西人演之爲借根方比例
也.” 

48) 가와하라, 앞의 책, 395;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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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천원술의 장점을 인지하고 다시 그것을 텍스트에 성실하게 옮겨놓는 것이
었다. 

5. 소결

19세기 천문역산학의 전문가로 불렸던 남병길이 천원술을 인식하고 발전시켰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 
관상감원들에게 필산이 필수 도구로 부과되었으므로 19세기 중엽 관상감제조였
던 남병길 역시 필산을 기본으로 모든 산학 지식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필산은 기존의 산목 계산을 다룬 산서가 항상 곱셈과 나눗셈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기호들을 익혀야 했으므로 덧셈, 뺄셈에서부터 시작했다. 또 
필산은 산목 계산이 발전하면서 보여주었던 두 가지 흐름, 즉 단순곱셈과 단순나
눗셈의 여러 가지 종류로의 발전과 단순나눗셈에서 개방술, 천원술로 이어졌던 
흐름을 모두 상실했는데, 우선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은 각각 하나의 알고리즘으
로 정리되었고 나눗셈이나 개방법은 더 이상 연결된 셈법들이 아니었다. 게다가 
천원술은 필산에서의 차근방법과 같다는 논의를 새로 펼쳐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병길은 산목을 아직도 사용하는 집단을 향해 산목 
계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겨졌으며, 과거 산원들이 그 기술을 뽐내는 수단으
로 사용했던 천원술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무이해에서 천원술이 바로 수
리정온의 차근방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차근방법이 천원술을 성공적으로 치환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므로 남병길이 산학정의라는 산서를 굳이 산목 계
산법으로만 이용하여 서술하고자 했을 때에도 천원술은 다만 정제된 형태로 설
명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천원술을 대하는 태도는 직접 산목을 조작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산서에서의 기록을 충실히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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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19세기 산원이자 관상감원 이상혁의 천원술 
 

6장의 주인공은 남병길과 천문역산학을 같이 연구를 했던 이상혁李尙爀
(1810-?)이다.1) 이상혁은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이기도 했던 인물로 두 분야에서 
모두 중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까지 올랐다. 그러므로 이상혁은 산목 
계산법과 필산에 모두 능숙한 인물이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혁이 저술한 산서 중 남아있는 산서는 차근방몽구借根方蒙求
(1854), 산술관견算術管見(1855)과 익산翼算(1868) 세 권이다. 이 중 앞의 
두 산서는 수리정온의 내용 중 개별 주제를 잡아 해설한 산서로, 차근방몽구
는 차근방법을 기초부터 간략하게 정리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며, 
산술관견은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각종 도형들, 원의 활꼴(circular 
segment)에서 호弧(arc), 현弦(chord), 시矢(sagitta)에 대한 주제, 구면삼각법
(spherical trigonometry) 등 세 주제에 집중한 산서이다.2) 산술관견의 주제는 
산학에 일가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홍길주洪吉周(1786-1841)가 기록했던 문
제들과도 거의 겹쳤으므로 당시 산학과 천문역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하
는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에 내접하는 품品자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상혁이 자신이 그 문제의 풀이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홍길주 역시 김영
金泳(1749-1817)이라는 관상감원이 그 풀이법을 가르쳐줬다고 기록했다. 그러
므로 이 주제는 이상혁 개인뿐만 아니라 당대 산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이 
주목했던 최신 산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산학 지식의 유행에 민감했던 이상혁이 천원술을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천원술 역시 당대 주요한 산술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상혁이 천원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서는 익산翼算의 상편 “정부론正負
論”으로, 그가 초점을 맞춘 작업은, 천원술의 알고리즘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正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각종 셈법에서 그 쓰임새를 고찰하

1) 대부분의 한국수학사학자들은 남병철, 남병길 형제와 이상혁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
는 “공동연구자”의 지위에 놓았다.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438; 가와하라, 앞의 책, 
374.  

2) 가와하라, 앞의 책, 37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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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잘못된 방법들을 바로잡는 것이었다.3) 이때 천원술은 정부 개념을 모범적
으로 사용하는 주요한 산술이었다. 그가 천원술을 수용한 방식은 천원술을 기준
으로 산학 지식 전반의 셈법을 일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앞선 5장에서 살폈듯
이 남병길에게 천원술은 문제를 푸는 여러 산술 중 하나임에 비해 이상혁에게 
천원술은 다른 산술의 기준이었다.
         남병길과 이상혁의 천원술에 대한 이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천원술이란 산술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계산 도구이다. 남병길이 천원술
을 해석하는 방식을 분석해보면 그가 과거 텍스트에 수록된, 천원술의 ‘정제된’ 
형태를 되풀이하면서, 산목 조작을 통해 천원술의 다른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변
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상혁은 천원
술을 이해할 때 필산의 차근방법과 산목을 들고 조작할 때 드러나는 특징을 접
목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혁이 포착한 천원술의 중요한 두 특징 중 두 
열의 동등(equivalence)에 대한 개념은 차근방법에 명시된 등호 개념이었으며 정
부 개념은 산목 계산에서만 사용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1. 필산, 그 공식적인 인정

1791년 정조가 행한 관상감에 대한 개혁 조치 중 하나로 관상감의 천문학 관원
을 교육하는 취재 시험 과목을 우선 수리정온과 역상고상으로 바꾼 것이
다.4) 즉 산원을 선발하는 취재의 시험과목은 20세기 초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

3) 익산의 하편은 “堆垜說”로 “퇴타”는 오늘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4) 正祖實錄 권3, 정조15년 10월 27일(무진)조. “一, 三學科, 試及取才, 各有其書, 而天

文學今用時憲曆, 而乃講太初大衍. 命課學, 今掌諏吉, 而專講祿命所學, 旣非所用, 安可望
作成之效哉? 科試, 卽法典所載, 不敢遽議, 取才則自今勿論祿取才別取才, 天文學以數理
精蘊, 曆象考成.” 문중양은 1791년을 관상감의 운영과 제도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
어진 해”로 규정하고, 세 가지 주된 변화를 꼽았는데 대통력에서 시헌력으로 역법이 
변했음에도 예전의 관행적 운영, 예를 들어 대통력을 계산하는 ‘대통추보관’이 아직도 
있었던 것 등을 시정, 관상감원 선발 방식의 변화, 명과학 분야의 우대 조치가 그것이
다. 관상감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및 구조 및 정조 때 일어난 관상감의 여러 변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가 된다. 허윤섭, “조선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의 조직과 
업무-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문준양, “18
세기 후반 조선 과학기술의 추이와 성격: 정조대 정부 부문의 천문역산 활동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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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바꾸지 않았지만, 관상감원 집단의 시험 과목은 붓과 종이를 사용하는 필산으
로 바꾼 것이다. 
          물론 취재 과목의 변화가 관상감 집단 전체가 갑작스럽게 계산 도구
를 바꾼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오랜 동안 천문역산학에 관심이 있던 유학자 
집단과 관상감 관원에게 가해지던 변화의 압력으로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653년 효종孝宗(1619-1659, 재위: 1649-1659)이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時憲
曆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서曆書를 반포하기 시작했지만, 역법을 계산하
는 관상감 관원을 선발하는 시험 과목이나 교육 과목의 변화는 없었다. 즉 시헌
력과 관련된 계산은 필산이란 새로운 계산 도구를 사용해야 했지만, 시헌력을 계
산하는 수술관修述官 같은 직책을 맡기 위해선 ‘산목’을 이용하여 계산해 왔던 
태초력太初曆과 대연력大衍曆을 시험 과목으로 봐야 했다.5) 과학사학자들은 150
여 년에 걸친 시헌력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원인으로 실측 데이터의 
부족, 표에 잘못 기재된 숫자들, 역원曆元과 같은 상수의 변화 등에 주목했지만, 
기실 새로운 계산 도구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
다.6) 정조가 취재 시험 과목을 필산을 적용하는 과목으로 바꾼 사실뿐만 아니라 

로”, 역사와현실 39 (2001), 199-231; 구만옥, “조선후기 천문역산학의 개혁 방안: 
정조의 천문책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6), 
189-225; 박권수, “조선 후기 관상감 산원직의 설치와 확대: 삼력관을 중심으로”, 한
국과학사학회지 제41권 제3호 (2019), 353-385.

5) 이들의 명칭 및 역할에 대해서는 허윤섭, 위의 논문, 12; 박권수, 위의 논문, 
360-361. 

6) 한국 과학사학계는 시헌력의 도입 및 시행에 주목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들을 누
적해 왔다. 이들은 시헌력 도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안, 예를 들어 윤달이나 일월식 계산 등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었다. 전용
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시헌력 시행과 절기치법에 대한 논란을 중심
으로” 동방학지 117 (2002), 1-49;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
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장, 3장; Jongtae Lim, “Learning 
‘Western’ Astronomy from ‘China’: Another Look at the Introduction of the 
Shixian 時憲曆 Calendrical System into Late Joseon Korea,”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4-2 (2012), 205-225; 문중양, “‘향력’에서 ‘동력’으로: 조선후
기 자국력을 갖고자 하는 열망”, 역사학보 218 (2013), 237-270;  김영식, “1735
년 역서의 윤달 결정과 간행에 관한 조선 조정의 논의”,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4), 1-27; 김슬기, “숙종 대 관상감의 시헌력 학습 : 을유년 역서 사건과 
그에 대한 관상감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
슬기, “18세기 중반 조선 일월식 계산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청나라 일월식 자문”, 한
국과학사학회지 제42권 제1호, (2020),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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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리정온을 위주로 학습한 김영을 아무 시험 없이 관상감의 삼력관으로 
선발했다는 사실 역시 당대 필산에 숙달된 관상감원이 급하게 요구되었음을 보
여주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7) 즉 산목 계산을 기본으로 배운 관상감원들이 
실제 달력을 계산하여야 할 때 실력 발휘를 못 했던 것이다. 시헌력으로 개력된 
후 1세기가 넘는 긴 기간동안 관상감원들은 꾸준히 “새 [시헌력] 방법은 매우 
치밀하여 대통력의 방법에 비하여 추산하는 공이 몇 갑절이 될 뿐만 아니”라고 
불평을 하거나 “시헌력이 한번 시행되고 난 뒤부터는 계산하는 법이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복잡해져서 지금 월리月離와 같은 어려운 계산을 보면 과거보다 10배 
더 어려워졌다”는 등 투덜대곤 했다.8) 고위 사대부들이 관상감원의 미흡한 계산 
실력을 지적하는 일도 잦았는데, 최석정은 “역법 추산은 천학天學의 말단임에도 
밝은 사람이 역시 드물다”면서 “본감을 새로 정비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산법을 
연습하도록 하여 점차 고치고 밝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고, 
예조판서 윤세기(尹世紀, 1647-1712)나 우의정 이유(李濡, 1645-1721) 같은 
사대부들은 “근래 역관들 [중에는] 산술을 잘 다루는 자가 끊어져 없어졌”으며 
관원들이 제대로 ‘모양貌樣’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9) 이 모든 불평
은 관상감원들의 계산 실력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었지만, 그들의 계산 실
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시헌력의 계산이 주로 필산으로 진행된 수리정온
과 연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호조에 속했던 산원들은 필산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초 한 일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재무서의 한국인 관리
7) 김영에 대해서는 전용훈,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적 풍토: 홍길주의 수학과 그 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4), 275-314 중 302, 주82를 참조하라. 
8) 숙종실록 권44, 숙종 32년 10월 27일 신해, “蓋此新法深密, 比諸大統之法, 推算之功, 

不啻倍簁, 則決非數三人容易成曆.”; 승정원일기 943책, 영조 18년 4월 19일 무신. 
“自時憲曆之行, 算法遂歲愈煩, 見今月離之難算, 十倍於前, 其不可以六人擔當推算也, 明
矣.” 

9) 승정원일기 305책, 숙종 10년 9월 17일. “曆法推算, 乃天學之末事, 而通曉者亦鮮。大
統曆, 變爲時憲曆, 觀象監, 僅能摸做推步, 而至於七政曆, 一依大統之規, 而不用時憲之法, 
月之大小及閏月, 與行用三曆, 多有不同, 其爲䮕雜, 甚矣。申飭本監, 使之學習推算, 以爲
漸行修明之地, 何如?”; 승정원일기』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近來曆官, 善算者絶
無.”;승정원일기 425책, 숙종 31년 6월 10일. “觀象監, 乃司天臺也, 何等重地, 而以其
涼薄, 所謂官員, 不成貌樣, 且測候處, 有瞻星臺, 而只樹風旗, 未嘗有輪回登臺, 仰觀天象
之事, 誠爲寒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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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산원들은 여전히 산목을 이용하여 계산했다.10) 산원들의 시험과목은 바
뀐 적이 없었고, 간혹 조정에서 산원들의 문제가 거론되더라고 그것은 산원의 계
산 능력 문제가 아니라 지방으로 파견나간 일부 산원들의 일탈이나 사기 행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계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으며 주된 계산 도구인 
산목을 바꿀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관상감원의 계산 도구와 산원의 계산 도구 사이의 괴리는 19
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혁과 같은, 관상감원과 산원의 직을 함께 섭렵한 관원들
이 등장하면서 줄어드는 듯했다. 이상혁의 가문은 그의 5대조부터 시작하여 산원
만 59명이나 배출시킨 19세기 대표적인 산원 가문 중 하나였는데, 그를 중심으
로 가족 구성원 중 산학 취재와 운과雲科를 모두 합격하여 산원이면서 관상감원
이기도 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우선 작은 할아버지 이명구李命求(1743-?)
가 운과와 산학 취재를 둘다 합격했으며 이상혁 자신과 그의 동생 이준혁李雋爀
(1842-?), 이상혁의 사촌인 이저혁李著爀(1809-?), 이상혁의 아들인 이시용李
時用(1840-?) 또한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11) 이상혁은 1831년에 운과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해에 다시 산원의 취재 시험을 보았는데, 이후 몇 년동안 그가 
어떤 직책에 있었으며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진 않다. 그
럼에도 두 분야의 최고의 위치까지 모두 올라갔는데,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에
는 그가 관상감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운과雲科 정正까지 올라갔
고, 산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주籌 별제別提까지 올라갔음을 기록
하고 있다. ([그림6-1])  
          그가 스스로 산원이라 생각했는지 관상감원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둘 모두를 동시에 아우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추측에 도움을 줄 몇 가지 단서들이 있다. 이상혁은 1854년 차근방몽구
借根方蒙求에 붙인 자서自序에서 저술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我輩]’이란 

10) 吉岡修一郞, 數とロマンス. 김용운, 김용국, 앞의 책, 519에서 재인용.
11) 이명구는 1773년 운과에 합격한 후 1783년 산학 취재에 합격했으며, 이상혁의 동생

인 이준혁은 1861년 운과에 합격한 후 1871년 산학 취재에 합격, 이상혁의 사촌인 이
저구는 1825년 산학 취재에 먼저 합격한 후 1834년 운과에 합격했다. 이상혁의 아들 
이시용은 1861년 운과에 합격한 후 1871년 산학 취재에 합격했다.  이상혁의 가계도 
및 가족구성원의 합격한 시험 종류와 합격 년도에 대해서는 가와하라, 앞의 책,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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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나라[我東]은 전철지학專綴之學(땅과 천문에 대한 측량학)에 있어 심
히 소략하며 이 기술[術, 차근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오로지 율력
연원律厤淵源 한 책만을 의지한다. 하나 둘도 헤아리지 못하던 우리[我輩]
가 당순지唐順之(1507-1565)12), 고응상顧應祥(1483-1565)13)이 알지 못
했던 바를 알게 되었으니 어찌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이 기술을 
널리 전달하여 오랫동안 전수되도록 하고 싶다면, 그 요체는 이 책을 널리 
보급하여 학자學者로 하여금 서로 전달하고 익히게 하는 데 있다.14)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교과서가 수리정온과 역상고상를 포함하는 율력
연원임을 감안한다면 이상혁이 1854년경에는 스스로 관상감원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남병길 역시 1855년에 이상혁의 산서 산술관견算術管見에 
서문을 써주면서 “이상혁은 대범하고 슬기롭고 탁월하여 무릇 눈여겨보는 바에서 
반드시 그 근원을 궁구한 후에야 멈추며, 그 역산曆算에 있어서는 실로 타고난 
재능[天分]이 있으므로, 현묘한 깨달음이 이와 같다”면서 그의 재능이 특별히 관
상감원으로서의 재능임을 분명히 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는 산원으로서의 직임
에 더 충실했던 것처럼 보인다. 산학에서 훈도나 교수 등의 교육직을 거친 사람
을 기록한 주학선생안籌學先生案에는 이상혁이 평범하게 설명되었지만, 운과
선생안雲科先生安에는 이상혁이 ‘산학으로 이임移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아마 뒷 시기에는 산원들과 관상감원들 사이에서 산원으로서의 정체성
12)  唐順之(1507-1565). 호는 荊川, 자는 應德, 저서로 句股等六論이 있다.
13) 顧應祥(1483-1565). 호는 箬溪道人. 저서로 測圓海經分類釋術(1550),  弧矢算術

(1552), 句股算術(1533), 測圓算術(1533)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측원해경분류석술은 남병철의 해경세초해에 등장한다. 

14) 이상혁, 借根方蒙求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4권 (여강출판사, 
1985)), 349. “我東於專綴之學甚疎, 其能知有是術者, 惟賴律曆淵源一書, 以我輩不能數
一二, 得知唐顧所不知, 豈不大幸也哉. 苟欲使是術傳久垂永, 要在布廣是書, 俾學者轉相肄
習.”  

15) 남병길, ｢算術管見序｣, 算術管見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4권 (여강
출판사, 1985)), 234. “李君, 簡慧卓犖, 凡所寓目, 必究其源而後已, 而其於曆算, 實有天
分焉, 故其妙悟如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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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림6-1], [그림6-2])
         관상감원과 산원을 오고 가는 이상혁의 구체적인 행보는 알 수 없지만 
이상혁이 살던 시대 즈음에 기술직 관원들이 다른 분야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점
점 많아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혁처럼 운과에서 산학으로 옮기는 경우는 
대략 18세기에 4명이었다가 19세기에는 10명 정도 확인되고 있다.16) 그러므로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즉 대부분 기술직 관원들은 흔히 하나의 좁
은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했다는 통념과는 달리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고 또 실제 그렇게 성장한 기술직 관
원들이 많았다.17)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여러 세대에 걸친 혼맥과도 연결되어 다
른 분야의 기술직 관원들끼리도 더 견고한 연대 의식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16) 기술직 관원들 사이의 이직은 그들의 결혼과 혈통만큼이나 그들만의 계층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700년대 이후 이상혁과 같이 운과
에서 산학으로 이임한 경우가 약 14명이 있으며, 의과에서 산학으로는 79명, 역과에서 
산학으로는 55명, 율과에서 산학으로는 1명 등이 있었다. 산학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다른 과, 즉 운과나 역과로 유입되는 인원보다 확실히 많았는데 이를 근거로 당대 산
학이 다른 과에 비해 더 나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토대 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술직 중인의 명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은 일찍이 에드워드 와그너
를 비롯하여 이훈상, 송준호, 이남희 등의 선구적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에서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기술직 중인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및 기술직 중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 손숙경 옮김,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이남희, “잡과방목과 한국학 자료의 외연 넓히기”, 규장각 32 (2014), 320-329이 
유용하다. 

17) 김영식은 ‘중인 의식’이란 중인들 특유의 태도로 사회와 나라 전체에 대한 관심 부재,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제적 이득에 한정된 좁은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현대 
한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도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한국 과학사 연구의 
문제와 전망”, 동아시아 과학의 차이: 서양 과학, 동양 과학, 그리고 한국 과학 (사이
언스북스, 2013), 171-205.

http://peop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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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왼쪽: 주학입격안에서 이상혁 수록 부분. 오른쪽: 주학팔세보에서 이상혁 
수록 부분. 주학입격안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10책 (여강출판사, 
1985)), 261; 주학팔세보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10책 (여강출판사, 
1985)), 532.]

[그림6-2. 왼쪽: 주학선생안에서 이상혁 수록 부분. 오른쪽: 운과선생안에서 이상혁 
수록 부분. 주학선생안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10책 (여강출판사, 
1985)), 493; 운과선생안 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5120-131), 50. 
표지 다음 장의 내용부터 1면으로 계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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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근방몽구와 산술관견: 이상혁의 차근방 및 기타 산술 
주제 

이상혁의 차근방몽구의 서문은 차근방과 천원술을 비슷한 풀이법으로 취급하 
면서 시작한다.  
 

차근방借根方은 서양의 산술로, 본래 이름은 ‘아이열팔달阿爾熱八達’인데, 
번역하면 ‘동쪽에서 전래된 계산법[東來法]’이니, 곧 중국의 ‘입천원일법’이
다. 무릇 ‘천원일’은 중국의 법이지만 당순지, 고응상 같은 학식이 높은 학
자마저도 그 술術(천원일)을 알지 못했었는데, 차근방법을 얻어 [그]로써 
측원[해경]測圓海經, 익고[연단]益古演段, 수시력초授時厤艸 등의 책
을 계산하니 전체의 맥락이 통하여 앞뒤의 해석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어찌 집안[朝]에서 잃고 바깥[野]에서 구함이 아니겠는
가?18) 

이 구절들은 차근방법과 천원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라기보다는 차근방법
을 알게 되어 옛날 천원술에 대한 산서들의 문제들을 계산해보니 차근방법으로
도 정확하게 계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가 꼽은 옛 산서들은 
이야李冶(1192-1279)가 쓴 측원해경測圓海鏡(1248)과 익고연단益古演段
(1259), 그리고 곽수경郭守敬(1231-1316) 쓴 수시력초授時曆艸로 모두 송원
시대 천원술과 관련된 산서로 대략 19세기에 이르러야 조선 사회에 전해졌던 산
서들이었다.19)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상혁은 그가 차근방몽구를 저술하게 된 

18) 이상혁, 차근방몽구, 349. “借根方, 泰西算術也, 本名阿爾熱八達, 譯云東來法, 則中國
之立天元一法耳. 夫天元一, 中國之法也, 而唐荊川顧箬溪之巨儒, 尙不能知其術焉. 曁得借
根方法, 以算測圓益古授時曆艸等書, 無不通釋吻合. 此豈非失諸朝而求諸野者乎.” 

19) 이야는 측원해경과 익고연단에서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원을 그린 후 각 변의 길
이를 구하는 문제들이나 직사각형 안에 원을 그린 후 각종 거리나 원경 등을 구하는 
문제들로 천원술을 체계적으로 논했으며, 곽수경은 授時曆을 편찬할 때 招差法이란 
일정하게 늘어나는 수를 더해가는 기법을 개발하면서 천원술을 썼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야의 측원해경, 익고연단 및 곽수경의 초차법에 대해서는 이엄, 두석연, 앞의 
책, 162, 166-16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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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율력연원은 각 부를 빠짐없이[備] 싣다보니 권질이 매우 커서 집집마
다 소장하기 어려웠고”, 또 그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지루해할까 걱정”이 됨을 꼽았다.20) 그래서 스스로 수리정온의 차근방
법의 핵심만 간추려 간단한 산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산술관견에는, 
차근방법을 사용하거나 설명한 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천원술이 딱 
한번 등장한다. 그가 천원술을 전개하고 설명한 방식은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로 
남병길이 산학정의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설명만으로는 
그가 직접 산목 계산을 행하여 천원술을 전개할 만큼 그 방법에 익숙했는지 아
닌지 알 수 없다.([그림6-3])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산술관견에서 천원술을 이용한 ‘원용삼
방호구圓容三方互求’라는 문제 자체이다. 이 문제는 원 안에 품品자 모양으로 정
사각형 세 개가 내접되어 있는 경우를 다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변의 길이가 주
어졌을 때 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반대로 원의 지름이 주어질 
때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다. 이상혁이 앞의 문제에 대해 제시한 두 가지 풀
이법은 보조선을 긋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으며, 
뒤의 문제는 천원술을 이용한 풀이법이었다.21) 그는 이 문제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 문제의 해법이 예로부터 전해 오는 것이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라는 권
유하기에 해법을 생각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풀이법을 만들었음을 선언했
다.22) 남병길 역시 서문에서 옛날에 없던 방법을 이상혁이 “창립創立”했다고 강
조했다.23) 그러나 이와 정확히 동일한 문제와 풀이법이 대략 한 세대 전쯤 활동
한 홍길주洪吉周(1786-1841)의 수학 저작인 기하신설幾何新說에도 나와 있
다. 유학자인 홍길주는 수학 실력도 뛰어나 현대 역사학자의 눈에 “조선 후기 수

20) 이상혁, 차근방몽구, 349-350. “原編備載各部, 卷帙甚大, 有難家度戶弆. 又原書過於
詳核, 覽者反有支離之慮.” 

21) 이상혁, 산술관견, 270-276.  “右依條段解之.” “右以天元演之.”
22) 이상혁, 산술관견, 270. “或問曰圓內容三小方形, 宜儒圓徑方邊相求之法, 而古無傳者, 

盍試思之, 遂解二術, 如左.” 
23) 남병길, “산술관견서”, 산술관견, 233. “其二, 圜內容三小方形, 以圜徑方邊相求之法, 

而古無其法而刱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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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이상혁의 산술관견 중 ‘원용삼방호구’.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어서 읽
으면 된다. 오른쪽과 가운데가 첫 번째 문제의 풀이과정이며 왼쪽이 두 번째 문제의 풀이
과정으로 천원술을 다루고 있다. 이상혁, 산술관견, 272-274.] 

학사의 빛나는 상징”으로 꼽힐 정도로 훌륭한 성취를 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
다.24) 그런데 그도 이상혁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보조선을 긋고 동일한 
풀이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한 풀이법은 관상감원이었던 김영이 말해준 것이라 
기록했다.25)  
           [그림6-3]과 [그림6-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상혁과 홍길주의 
풀이법은 일치했으며 둘 다 풀이법을 고안한 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점, 동일
한 문제가 기존의 어떤 산서에도 등장하지 않던 문제였다는 점, 그리고 이상혁에
게 어떤 사람이 이 해법이 없다고 질문했다는 점 등으로 홍길주의 시대에서부터 
19세기까지 대략 이런 주제의 문제가 많이 회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술
관견의 ‘관견’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상혁이 자신의 소견을 전개하기 위해 
논의하고 싶은 내용을 뽑아 나열했을 것이다. 그가 정한 세 가지 주제는 서로 연
결되지 않고 잡다했는데, 마침 이 주제 모두가 홍길주의 저서들과 내용이 겹친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일부 풀이법에서는 자신이 고안했다

24) 전용훈, “19세기 조선 수학의 지적 풍토: 홍길주의 수학과 그 연원”, 한국과학사학회
지 제26권 제2호 (2004), 275-314 중 276. 

25) 홍길주, 幾何新說, (孰遂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50))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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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홍길주의 기하신설 중 ‘원내용품자방형지원경구방변圓內容品字方形知圓徑求
方邊’. 왼쪽면에 “김씨영왈金氏泳曰”이란 표현이 있다. 두 풀이법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서로 다른 보조선을 긋고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구해낸 것으로 이상혁의 풀이법과 동
일하다. 홍길주, 기하신설, (숙수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50))  
40-41.  규장각본에서 제목이 시작하는 곳을 1면으로 계산했다.]

고 명시하여 마치 우선권을 뽐내는 듯이 보이기도 했으며, 동시대 청 학자도 풀
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풀었다고 노골적으로 적었다. 이런 점들은 아마도 바로 
이 주제들이 19세기 초중반에 유행했던  문제들이며, 이상혁이 유학자들과 이런 
유행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혁은 남병길, 남병
철과는 이미 하나의 학파로 정의될 정도로 비슷한 학풍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서문을 써주고 산서나 천문학 저서의 교정을 봐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유학자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역산학에 뛰어난 또 다른 유학자 홍길주의 존재도 
간접적으로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대 유행하는 난제難題들을 같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산학, 천문역산학을 좋아하는 유학자들과 거리가 
가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혁과 남병길, 남병철이나 홍길주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바로 이상혁은 산원으로서 산목 계산법 역시 주의 깊게 연구했던 것이다.26) 그
26) 전용훈은 홍길주가 “조선 수학의 독특한 방법인 산목 계산법”에 기초를 두고 계산법

을 개발했으며, 그의 수학적 소양의 근원인 어머니 영수합 서씨로부터 역시 그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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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 차이는 다음에 소개할 천원술에 대한 이해에서 더 극명하게 증폭되어 
나타났다. 

3. 익산: 이상혁의 천원술 

익산翼算은 이상혁의 저술에 남병길이 1868년에 서문을 붙여 간행한 산서이
다. 남병길은 저자인 ‘나의 벗 이상혁’이 “진실로 고명특달高明特達하지 않다면 
어찌 이런 정밀한 설명[論]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찬양하며 책에 “익산翼算”이
라고 제목을 붙여주었다.27) 강영이 지은 수학數學이란 유명한 저서의 원래 이
름이 “익매翼梅”, 즉 매문정의 학문을 부연한다는 의미였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남병길이 이상혁의 저서에 담긴 내용을 몹시 고매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남병길의 이어지는 구절은 명나라 이후 산학가들이 저술한 산서는 많지
만 “방정方程과 입천원立天元의 정부술正負術에 이르면 [뜻을] 드러내어 밝힌[發
明] 것이 없으니 미처 겨를이 없어서[未遑] 그랬던 것일까?”라며 아쉬워했다.29) 
그러니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저작이 바로 익산이었던 것이다. 
          익산은 모두 두 권으로 이루어진 산서로, 상편은 “정부론正負論”, 하
편은 “퇴타설堆垜說”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산서의 구조, 즉 문제가 
나온 후 답과 그 풀이법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문제들

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는 서씨가 산학계몽 방법을 어리석다 여기고 수리정온 방
법을 높게 샀다는 일화도 소개했는데,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보아 당대 상황이 산목 계
산과 필산의 셈법들이 혼재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훈, 앞의 논
문, 284, 299.  이 외 자세한 19세기 상황으로는 Jun Yong Hoon, “Mathematics in 
Context: A Case in Early Nineteenth-Century Korea,” Science in Context 19(4) 
(2006), 475-512를 참조하라.

27) 남병길, 翼算 “序” (한국과학기술사료자료대계: 수학편 제4권 (여강출판사, 
1985)), 561-562. “余友李君志叟, 著正負論堆垜說二編. 余弁首而名之曰翼算. 蓋錯綜論
解, 洞見根底, 發前人不傳之秘. 苟非高明特達, 安能有此精微之論哉.”

28) 수학의 여러 판본 및 서명의 변화 과정은 전용훈, “남병철의 추보속해와 조선후
기 서양천문학”, 규장각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177-201 중 
183, 주19를 참조하라.  

29) 남병길, 익산 “서”, 561. “奈何斯世, 恥不爲焉. 雖通才達學, 不有精心孤詣, 審思明辨, 
窮皓首, 而莫能端倪也. 夫曰皇明降萬以來, 算家論述不下十百, 幾盡深賾, 無有餘蘊. 至若
方程及立天元一之正負術, 無所發明, 抑或未遑而然歟. 法不知正負之別, 數難辨損益之變, 
其於開方尤爲襯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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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두 부분 중 천원술
과 관련되어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정부론”인데, 이상혁은 ‘정부’의 정의와 사용 
등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한 문장씩 쓴 후 구장산술이나 측원해경, 익고연
단 등에서 발췌한 설명이나 문제들을 그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정’과 ‘부’라는 것은 흔히 현대 수학에서의 양수(positive numbers), 음
수(negative numbers)와 같은 용어로 번역되곤 하지만 사실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경우 행해지는 어떤 작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앞선 예는 두 수를 더할 때와 뺄 경우로 구장산술의 “방
정方程” 장에 있다.30) 만약 두 수를 빼는 경우부터 생각한다면, 두 수가 같은 이
름[同名]인 경우, 즉 ‘정’과 ‘정’, 혹은 ‘부’와 ‘부’인 경우 절대값이 큰 것에서 작
은 것을 빼고 ‘정’과 ‘부’를 판단하면 된다. 만약 두 수가 다른 이름[異名]으로 
‘정’과 ‘부’인 경우 두 수의 절대값을 더하고 먼저 놓는 수가 ‘정’인지 ‘부’인지 따
르면 된다. ‘절대값’이란 현대 수학의 개념을 사용한 이런 설명은 마치 이 개념이 
+와 –의 기호가 보여주는 드모르간 법칙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게 한다. 그러
나 정부는 수직선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중국 고대 수학에 0이라는 개
념이 없다는 점 등에서 현대의 양수, 음수와는 전혀 다르다. 거의 모든 역사학자
들 역시 이 정부의 개념은 현대의 양수, 음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마츠로프와 
니덤이 설명했듯이 정부술은 다른 계산의 중간 단계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므로 
현대적인 의미의 음수, 양수와는 다르다.31) 그러므로 ‘정’, ‘부’는 기호(sign)라기
보다는 명명(denomination)에 가깝다.32)

          실제 산목을 움직이면서 계산하는 중간에 느꼈던 정부의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 물리적인 산목, 즉 ‘정’에 해당하는 붉은 산목과 ‘부’에 해당하는 검은 
산목을 직접 움직여 덧셈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자. 두 수가 같은 이름인 경우(붉
은 산목에서 붉은 산목을 더하거나 검은 산목에서 검은 산목을 더하는 경우)는 

30) 九章算術 (中國歷代算學集成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4)), 129-130. “正負術
曰, 同名相除, 異名相益, 正無入負之. 負無入正之. 其異名相除, 同名相益, 正無入正之, 
負無入負之”    

31) Marzloff, 앞의 책, 201; Needham, 앞의 책, 90-91.
32) Jami, 앞의 책, 99.



- 204 -

계산에 참여하는 산목의 색이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산목을 합하면 된다. 만약 두 
수가 다른 이름인 경우(붉은 산목과 검은 산목을 더하는 경우) 절대값이 큰 수
를 기준되는 색으로 정한 후 산목들의 절대값을 서로 뺀 만큼만 남기면 된다. 
        만약 뺄셈인 경우 두 수가 다른 이름이 경우는(붉은 산목에서 검은 산
목을 빼거나 반대의 경우) 서로 다른 색의 산목을 빼게 되는데 다만 앞선 수로 
산목의 색을 정한 후 두 산목의 총 개수를 합치면 된다. 뺄셈에서 두 수가 같은 
이름인 경우(붉은 산목에서 붉은 산목을 빼거나 검은 산목에서 검은 산목을 빼
는 경우) 빼는 수를 덜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때 만약 빼는 수가 더 큰 경우 산목 자체의 색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이라는 검은 산목에서 5라는 검은 산목을 빼는 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면, 2에 해당하는 붉은 산목이 나와야 하므로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산목
이 아닌 붉은 산목을 꺼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산목 하나의 전체를 붉은 색이나 
검은 색으로 칠한 것보다 산목의 한쪽 끝을 붉은 색으로, 다른 쪽 끝을 검은 색
으로 칠한다면 그 움직임을 훨씬 적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라는 붉은 산
목을 다시 꺼내는 것보다, (만약 산목의 위를 읽는 것으로 정했다면) 계산에 수
행했던 산목 중 2개의 아래 위를 뒤집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남아있는 산목들 중 끝만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 산목들이 존
재하는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림1-3]) 
           정부 개념과 현대적 기호의 또 다른 차이는 구장산술에서는 ‘정부
술’이 모든 계산법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방정’에서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방
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법은 현대의 연립다원일차방정식, 혹은 선형대수에
서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33) 이를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벼루 7개를 붓 3자루와 교환하려면 벼루 값이 480문 남는다. 만약 붓 
9필을 벼루 3매와 교환하면 붓 값이 180문 남는다.34) 

33) 3장 2절을 참조하라. 
34) 이상혁, 익산, 577. “假如以硯七枚, 換筆三矢, 硯價多四百八十文. 若以筆九矢, 換硯三

枚, 筆價多一百八十文. 問筆硯價, 各如于.”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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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벼루의 값을 , 붓의 값을 라 하
면,     와      란 두 식을 푸는 것이다. 구장산술을 비

롯하여 다른 저서에서도 제시된 방법은   
  
  
 

 로 표현되는 행렬식을 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열에 3을 곱하면   
  
  
 

 가 되고 이 두 열을 

서로 합하면 된다. 이 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로로 줄지어 
있는 두 열을 더하면서 각 행에 있던 숫자들이 만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여기서
는 두 열을 더하기로 했으므로 정부술을 적용하여 가장 위 줄은 21과 –3이란 다
른 이름의 두 수가 덧셈으로 만나니 18이 되고, 두 번째 줄은 9와 –9라는 다른 
이름의 두 수가 덧셈으로 만나니 0이 되고 마지막 줄에서 180과 1400이라는 같

은 이름의 두 수가 덧셈으로 만나니 1620을 얻게 되어 



 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술이란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 즉 오른쪽, 왼쪽으로 두 수가 만나는 
과정에서 필요하며 만나는 과정에도 덧셈과 뺄셈의 두 셈법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산학계몽에는 정부술의 곱셈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두 수가 같은 이름인 경우 곱하면 그 결과는 ‘정’이 되는 것이고 두 수가 ‘정’과 
‘부’로 서로 다른 이름인 경우 곱하면 그 결과는 ‘부’가 된다는 것이다.35) 이 곱
셈의 정부술은 오직 증승개방법에서만 발생한다. 즉 증승개방법을 행하면서 아래
줄의 수와 윗줄의 수를 곱할 때 ‘정’, ‘부’에 따라 적절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이다. 여기서 우리는 증승개방법에서 필요한 정부술은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 이 문제에 대한 매문정의 풀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35)  산학계몽에는 가장 앞머리의 ‘總括’ 중 ‘明正負術’ 부분에서 뺄셈과 덧셈의 경우를 

설명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明正負術. 其同名相減, 則異名相加, 正無入負之, 負
無入正之. 其異名相減, 則同名相加, 正無入正之, 負無入負之.” 곱셈에 대한 구절은 ‘明乘
除段’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同名相乘爲正, 異名相乘爲負.” 산학계몽,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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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것으로 두 수, 즉 상이나 방법, 우법, 염법 등을 서로 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혁에 의하면 천원술의 ‘정부’는 차근방에서의 ‘다소’와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 정부는 숫자들의 세로 열이 있을 경우 가로 방향으로 서로 더하거나 
뺄 때, 그리고 하나의 세로 열에서 아래 숫자와 윗 숫자를 곱하거나 더할 때 쓰
는 방법인 반면, 다소는 다만 차근방으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의 식 안에서 표현
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두 개의 열을 하나의 열로 바꾸기도 하고 
하나의 열 안에서도 숫자들을 위아래로 곱하기도 하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
지만 다소는 뒤에 오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작용만 할 뿐이다. 이상혁은 그런 
의미에서 “다소多少는 영뉵盈朒의 실체實體요, 정부正負는 소식消息의 묘용妙用
이니” 서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36) 그에 의하면 차근방은 “정부의 리理를 
밝히지 못했으니 다소로 정부를 대신하고, 양변가감으로 상소를 대신하여 마침내 
하나의 행行37) 속에 [정부가] 서로 같은 식[一行之內正負相當之式]을 얻지 못한
다.”38) 그러므로 차근방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천원술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가 말하는 일행정부상당식一行正負相當式이 무엇인지 좀더 알아보
기 위해 전술한 붓과 벼루의 방정 문제를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한 현대식은 매
문정이 그의 산서 방정론方程論에서 설명한 알고리즘과 똑같았다. 그런데 이상

혁은 이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9) 이상혁의 식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 
     이란 두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매문정이 
마지막에 놓은 수에서 480과 180의 정부를 바꾸라는 것이다. 차근방으로 나타낼 
경우 흔히 미지수를 한꺼번에 왼쪽에 놓고 등호의 오른쪽에 실수를 놓는데 매문
정이 표현한 것은 바로    으로 차근방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36) 이상혁, 익산, 618. “多少與正負相似, 然多少者盈朒之實體, 正負者消息之妙用, 煞有

間焉.”
37) ‘행’은 현대 용어에서 열(column)을 말한다.
38) 이상혁, 익산, 618. “然未諳正負之理, 故以多少代正負, 以兩邊加減代相消, 終未得一

行相當之式.” 
39) 이상혁, 익산, 57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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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그가 말하는 일행정부상당식이 하나의 열에 존재하되 현대식에서는 0과 
같은 값을 갖는 식이었다. 등호라는 기호는 없지만 상소 직전의 두 개의 열이 동
일하며, 그 열을 서로 빼서 없애버리고[相消] 하나의 열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대
식으로는 그 열이 0과 같아야 했다. 즉 ‘일행’ 즉 하나의 열에 ‘정’의 총합과 ‘부’
의 총합이 서로 같게[相當] 되어 0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상혁에 의하면 ‘정부’는 차근방법의 ‘다소’보다 좋은 것이다. 
그는 차근방법의 “다소는 영뉵의 실체”라고 했는데 이때 영뉵, 혹은 영부족은 정
부가 없는 상태, 즉 산목의 색이 한 가지로만 표현되는 숫자를 다루는 산술이었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색이 칠해지지 않은 산목을 생각해보자면, 영부족에 나오
는 숫자들은 ‘남는[盈]’ 상태나 ‘모자란[不足, 朒]’ 상태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태를 모두 색이 칠해지지 않은 산목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후 이 산
목들을 적절히 조작하여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3-3] 참조) 차
근방법의 ‘다多’와 ‘소少’는 각각 ‘더하라’ 혹은 ‘빼라’는 하나의 명령형 작용
(operation)인데 이때 ‘다’, ‘소’라는 명령이 미치는 대상은 마치 영부족에 나오는 
숫자들처럼 정부가 없는, 색이 칠해지지 않은 산목과 같은 숫자들이었다.40) 이에 
비해 ‘정부’는 색이 없는 산목에 두 가지 색을 칠하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부족과는 달리, 방정이나 개방 등 정부개념이 있는 경우 ‘더하라’ 혹은 
‘빼라’는 명령 자체가 적용되는 대상이 이미 색이 칠해져 있는 산목으로 그들만
의 법칙에 따라 산목들이 서로 없어졌다가 생겼다가[消息]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혁은 우선 귀제는 너무 간단하니 굳이 정부를 표시할 필요는 없
고, 영부족 역시 계산 수행자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니 정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2를 5로 나누는 귀제의 경우 산목 배치는 


 

을 따르게 되며 현대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에서 를 구하는 경우이다. 그러
나 그가 앞서 말했듯이 일행정부상당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 형태를 유
지하여야 하므로 


 로 배치해야 한다.41) 그러나 이 경우는 너무 쉬운 문제이므

40) 여기서 operation은 수학적 작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41) 이상혁, 익산, 5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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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영부족의 경우 예를 들어 각 사람마다 은을 7냥씩 나
누면 60냥이 남고, 각 사람마다 은을 4냥씩 나누면 12냥이 부족한 경우 사람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자. 이 경우 산목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이후 호승을 행한 후 더한 것(× × )은 분자, 위의 두 수를 뺀 것()
은 분모가 되어 은의 양을 구하게 된다. 이때 


 라는 산목 배치에서 정부를 배

치하지 않았으므로 엄밀한 일행정부상당식은 아니지만 이미 계산 수행자가 12는 
부족, 60은 잉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역시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42) 
         그러나 그는 위의 방정을 비롯하여 다른 셈법들은 왜 일행정부상당식
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어디에서 착안한 것이며 왜 이런 주
장을 하는 것일까? 
          이상혁이 귀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법으로 실을 나누는 간단한 귀제는 차치하고, 만약 사원술이나 
천원술의 가장 끝에 귀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당
연히 실이 부수이면 법은 정수, 혹은 실이 정수이면 법은 부수로 나타나게 마련
이다.43) 즉 그는 귀제도, 천원술의 가장 마지막의 개방식처럼 0과 동일하게 되기
를 원했던 것이다. 물론 귀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다
른 셈법들도 모두 답이 나오기 직전에는 천원술에서 도출되는 마지막 개방식과 
똑같은 구조를 갖도록, 즉 일행정부상당식을 만들기를 원했다. 이것은 그가 천원
술을 기준으로 나머지 셈법들 역시 변화하길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4) 일행정

42) 이상혁, 익산, 566-567. 영부족의 문제는 3장 2절을 참조하라.
43) 이상혁, 익산, 564-565.
44) 그리고 일행정부상당식은 당연히 증승개방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혁이 증승개방술을 중요시 생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방정에서 
두 열을 같게 놓아야만 한다는 이상혁의 주장이 천원술에서 두 열이 같아지는 것에서 
착안했었을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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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식을 강조하여 귀제부터 영부족, 방정, 천원술, 사원술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이치를 드러내는 체계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혁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어떤 학자들은 “정부의 이치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차근방법의 다소로 천원술의 정부를 대신하고, 차근방법의 양
변가감으로 천원술의 상소를 대신하니 끝내 일행정부상당식을 얻지 못한다.”45) 
이런 학자들 중 한 명이 바로 매각성이었다. 매각성은 “매문정의 손자로 일찍부
터 가정의 가르침을 승계하였고 수리정온을 편찬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산가
算家의 대방大方”이라 추앙받았지만 수리정온의 “차근방법을 읽은 연후에야 천
원술을 풀이하기 시작했으므로,” 결국 “정부의 이치에 대해 마치 장막에 가려진 
것처럼” 무지했다.46) 그래서 매각성은 결국 사원술에도 무지했고, 차근방의 자질
구레한 개방법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일행상당지식에서 우와 몫을 곱하여 윗줄
에 더하고 실에 이르기까지 곱하고 더하기를 반복하는 간단하면서도 긴요한 셈
법으로 개방하는 법, 즉 증승개방법을 알지 못했다.47) 
           우리는 이상과 같은 비판에서 이상혁이 천원술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살필 수 있다. 앞서 산술관견이나 차근방몽구에서 보았던, 천원술을 차근방
을 기본으로 해석하려는 이상혁의 태도는 익산에서는 확실히 변하여 천원술이 
차근방과 결코 같아질 수 없는, 훨씬 우월한 셈법이라는 확신에 도달한 듯이 보
인다. 일행정부상당식을 얻지 못하면, 사원四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잡다하고 
번거로운 필산의 개방식으로 빠져드므로 결국 차근방법보다 천원술이 더 우수한 
셈법임을 명시한 셈이었다.48) 그러므로 그에게 매각성은 차근방법을 먼저 접하
고 그 뒤에 천원술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좀처럼 천원술의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자신은 천원술의 장점을 간파한, 더 우수한 산학 능력

45) 이상혁, 익산, 618. “然未諳正負之理, 故以多少代正負, 以兩邊加減代相消, 終未得一
行相當之式.”

46) 이상혁, 익산, 617-618. “公以梅勿庵之孫, 早承家庭之訓, 又與聞於數理精蘊編纂之
役, 世推算家之大方, 而讀借根方法, 然後始解天元一術, 古算在明絶學之餘, 尙屬草昧, 未
尋墜緖, 從可知矣. 而其於正負之理, 無怪乎猶障一膜也.”

47) 이상혁, 익산, 619-623. “尤不能相通於多元.” “而其開除之法, 殊甚煩瑣.” “不可與以
商乘隅同加異減上達於實之旣簡且要出於自然者, 同日而語也.”

48) 이상혁, 익산, 618-619. “然未諳正負之理, 故以多少代正負, 以兩邊加減代相消, 終未
得一行相當之式.” “尤不能相通於多元.” “而其開除之法, 殊甚煩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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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천원술에서 정부의 이치를 강조하면서 계산 과정이 “자연”스럽
게 흘러가는 모습을 장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그가 산목 계산에 익숙하다는 것의 
방증이다. 필산은 종이에 계산 과정을 고정시키므로 시각적으로 움직임이 없으
며, 차근방법에서 숫자가 다소多少로 표현되어도 그것은 숫자 자체가 변하는 것
이 아니며 다만 덧셈과 뺄셈같은 연산 작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혁은 
이미 필산이 숫자를 고착하여 변하지 않게 하는 특징을 알았기에 오히려 천원술
의 산목 계산 속에서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정부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4. 소결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이기도 했던 이상혁은 종이와 붓으로 진행하는 필산과 산목
을 조작하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에 모두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혁이 천원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에게
서 이 두 가지 계산 도구의 특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산목 계산에서 등장하는 정부 개념을 강조하여 다른 셈법들
에게도 이 개념이 연결되길 원했다. 정부 개념은 산목 색깔이나 단면이 변하는 
등 물리적 산목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 정부 개념이 최초에 발전된 것은 
방정 분야로 오른쪽 열과 왼쪽 열을 빼거나 더하면서 산목 자체가 정, 부로 변화
했으며, 증승개방법이 발전하면서 아랫줄과 윗줄의 산목들이 곱해지면서 역시 산
목 자체가 정, 부로 변화했다. 이에 비해 다소 개념은 차근방법에 등장하는 것으
로 마치 영부족에서 잉여와 부족이 이미 정해지고 서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종
이에 적혀져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더하거나 빼는 것만 의미할 뿐 숫자 자체를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상혁은 이처럼 직접 산목를 조작하면서 계산을 행
할 때 벌어지는 정, 부의 변화를 높게 생각하여 다른 셈법들도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일행정부상당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행정부상당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전에 왼쪽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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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른쪽 열이 같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빼면서 하나의 열을 만들되 현대식으로
는 0의 값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방정에서도 두 개의 열이 같아지
기 위해, 먼저 두 개의 열을 각각 0의 값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매문정의 방정에 수긍하지 못한 점이다. 매문정은 이상혁이 중요시하
는, 오른쪽 열과 왼쪽 열을 정확히 같게 만들지도 않은 채 두 열을 빼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차근방법 역시 마지막에 등호를 가운데에 놓는 식을 도출한
다는 점에서 그로서는 일행정부상당식과는 차이가 있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
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왼쪽 열과 오른쪽 열이 같아져야만 하는 것, 
즉 이 둘 사이에 등가를 지녀야 한다는 기법은 이상혁이 천원술뿐만 아니라 차
근방법에서도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산목 계산법에서는 천원술을 제외하곤 두 
열이 같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필산에서는 시각적으로 등호가 항상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의 일행정부상당식은 산목 계산
법과 필산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당시의 지적 배경은 그의 이러한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 19세
기 산목 계산을 주되게 사용하는 집단과 필산을 주되게 사용하는 집단이 공존했
으며 그는 두 집단의 교집합에 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동
시대에 다른 유학자들과 산학이나 천문역산학 지식에 대해 교류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남병길이 차근방법을 통한 천원
술의 이해에 주로 집중했고, 이상혁 역시 초반에는 차근방법을 기본으로 천원술
을 이해했지만 곧 남병길의 이해를 넘어서 필산의 특징과 산목 계산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혼합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만들었다. 그에게 천원술은 단순한 산
술이 아니라 필산과 산목 계산의 특징을 섞고, 다른 셈법까지 관통할 수 있는 정
부 개념을 잘 드러내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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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논문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조선에서 천원술이 실행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산학에 관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원술에 관
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 살펴본 다섯 명의 산원과 유학자들은 
모두 천원술 및 천원술과 긴밀히 연결된 산법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산서
를 저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천원술’이란 이름으로 부른 산술에 대해 각
자가 처한 물질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이들이 천원술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 천원술의 발전 모습을 알기 위해 산원들의 주된 교과서였으며 18세기에 산학
에 관심 있는 유학자들의 주요한 학습 경로였던 송원대의 산서, 양휘산법과 
산학계몽, 상명산법을 살펴보았다. 이 산서들에서 산목 계산 알고리즘의 두 
가지 변화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에서 산목이 움
직이는 계산 공간을 축소시키는 변화이다. 물론 이를 위해 계산 수행자들은 수많
은 가결을 외워야만 했지만 계산 속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향상을 가져왔다. 
두 번째 변화는 각종 개방술이 증승개방법으로, 또 천원술로 발전된 것이다. 개
방에서 증승개방법으로의 변화는 산목을 놓는 행의 수가 아무리 증가되어도 단
순덧셈과 단순곱셈이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의 반복만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한 것이었으며, 천원술의 등장은 온갖 복잡한 문제를 증승개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왼쪽 열과 오른쪽 열을 상소하여 하나의 열로 만들어 일관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변화 모두 산목이란 물리적 도구가 지닌 특징을 잘 이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계산 수행자가 산목을 조작하는 공간을 줄
임으로서 신체적 노동을 줄인 것이며, 두 번째 변화는 계산 수행자가 다양하게 
적용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풀이방법을 단순한 알고리즘의 반복으로 바꿈으로써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지식의 하중도 던 것이었다. 이때 천원술은 
두 개의 열을 활용하는 산목 배치를 적절하게 활용했으며, 계산의 공간적 시작점
이자 현대 수학의 표현으로는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천원’이란 산목 하나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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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써 계산의 시작을 알렸다. 천원술이 산학계몽 등의 산서에 기록되는 때
에는 대부분 일관되게 ‘정제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진구소의 수서구장에는 
이것에서 벗어난 하나의 예외 사례가 있어서 산목 하나로 계산에 사용되는 공간
적 위치를 지시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18세기 조선에서 위의 세 산서를 교과서로 사용하여 교육을 받고 실
제 산목을 움직이면서 계산을 수행해야 했던 산원 집단은 이런 산목 계산의 특
징을 잘 활용하는 천원술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홍정하의 구일집에는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뿐만 아니라 산목이 지닌 물리적 장점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천원
술의 알고리즘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천원술은 하나의 열만 사용하면서 증승
개방법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되풀이하여 개방식을 세웠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절
약하면서 단순한 알고리즘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천원술을 기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정하가 천원술을 이해하는 방식은, 교과서에 기록된 천원술의 
정제된 형태를 깨고 실제 산목을 움직이면서 공간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서구장에 나왔던, 산목 하나를 놓
아 계산 공간을 점유하면서 호승과 같은 곱셈의 기법을 이용할 때 사용되던, 천
원술의 예외적 형태의 알고리즘은 구일집에 등장했지만 천원술로 불리지 않았
다. 이런 의미에서 천원술은 여전히 개방법을 도와주는 하위 산술로 개방법과 연
결되었을 뿐이었다.   
          반면 유학자들은 천원술을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박율이나 황윤
석은 하나의 산목으로 기준점을 세우고 그 산목으로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한 
모두 천원술이라 불렀다. 천원술은 개방법뿐만 아니라 최분까지 확대될 수 있었
으며, 추상적으로 두 열을 곱하는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숫자 대신 산목 하나를 놓아 그 위치를 지시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
서 천원술은 더 이상 개방법의 하위 산술이 아니었다. 또 박율과 황윤석은 천원
술의 기초가 될 제반 지식을 정리 정돈하는 데에 골몰했다. 박율이 관심을 기울
였던 주제는 고차 완전 제곱식을 전개할 때 어떤 계수들이 생성되는지, 특히 계
산의 난이도가 높은 분수로 된 계수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로서 계수의 
비율을 일정하게 늘릴 경우 나머지 계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일이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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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공통점을 추출했다. 특히 박율은 계산한 계수들을 정돈된 표로 만들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원리[理]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며, 황윤석은 여기
서 더 나아가 그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표와 계
산 과정을 추상적인 도형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실제 산목을 움직이면서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산원들과는 달리 시각적인 텍스트
를 기반으로 천원술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발전시켰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자들이 천원술을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시킨 데에는 당대 중국에
서 수입되는 각종 산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산목을 직접 다루면서 계산 업무을 수행하며 후학을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산원에 비해 유학자들은 산목에만 얽히지 않았으며 다양한 계산 도구를 담은 산
서들을 접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산서 속에서도 다른 계산 도구
들을 많이 소개했다. 또 유학자들이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을 서로 ‘환원’ 관계에 
있는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 기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마치 음양이나 사상
의 변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들에게 환원은 실용적 검산
이 아니라 어떤 이치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차였던 것이다. 박율과 황
윤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 고, 현이란 세 변수를 서로 순환시키는 데에 집착
했으며, 그것은 바로 수학적으로는 그들의 근사해 연구와 연결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소개된 다른 계산 도구 중 필산은 천문역산학적 필요
에 의해 주목받았으며 관상감원들의 필수적인 계산 도구가 되었다. 필산은 산목 
계산과 차이점이 많았는데, 단순곱셈과 단순나눗셈에서 단 한 가지의 알고리즘만 
존재했으며, 숫자와 기타 기호들의 의미를 미리 지정해야 했으므로 덧셈과 뺄셈
부터 기록해야만 했다. 이런 특징들은 후대의 학자들이 천원술을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관상감제조였으며 천문역산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19세기 중반의 
남병길은 필산을 기초 지식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천원술을 이해하려고 하였으
므로 천원술이 필산에서의 차근방법과 같다고 주장하는 산서를 저술했다. 물론 
이 주제는 그가 높이 평가했던 청의 고증학계에서는 유명한 쟁점이었지만, 남병
길이 그것을 조선 학계에 끌고 온 것에는 산목 계산에서 필산으로 주된 계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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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변환하기 위해서 산목 계산의 가장 고급 기술로 여겨지는 천원술을 필산에 
입각하여 다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록한 천원술은 과거 
중국 산서에 기록된 그대로, 즉 정제된 형태의 천원술의 형태를 지녔으며, 차근
방법을 통해 설명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필산을 기본으로 천원술을 이해
하려고 했던 점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상혁은 산원이면서 관상감원으로 활동하여 산목 계산과 필산
을 모두 섭렵할 수 있었다. 그는 남병길처럼 필산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차근방과 
같은 필산만 다룬 차근방몽구라는 산서를 저술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산원으로
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확립된 시기에 익산을 지으면서는 입장을 바꾸어 천
원술이 차근방법보다 우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다른 셈법들까지 
두루 기준이 되는 일행정부상당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천원술이 있었을 것이다. 일행정부상당식을 만드는 데에 주장했
던 정부 개념은 산목 계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숫자 자체를 정, 부로 서로 순
환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었으며 등가 개념은 산목 계산의 천원술 중 마지막 과
정과 필산의 차근방법 중 마지막 과정에서 착안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천원
술을 바라보는 시점은 필산과 산목 계산이라는 두 계산법의 영향이 적절하게 배
합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 산원과 유학자의 천원술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수
학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실제 같아 보이는 산술, 같은 이름을 
지닌 산술이라도 계산 수행자 및 계산의 기록자가 어떤 지적 도구와 물질적 도
구에 익숙한지,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산술을 이해하고 실
행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과거의 산술을 현대 수학의 용어로 해석
한 후, 과거의 산술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마지막에 현대 산술을 배치함으로써 
흔히 그 발전을 직선적으로 묘사하는 역사 서술보다, 당시의 물질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산술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물질적 도구와 관련하여, 산술의 발전이 물질성이 조금도 없는 지
적인 발전으로만 서술되는 경향이 있지만, 산학이나 수학이 오로지 ‘생각’으로만 
구성된 결과물처럼 보일지라도 물질성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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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산목 계산에 산목의 물질성이 보이는 것처럼 필산에서는 종이와 붓이 
지닌 물질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산목 계산에서 필산으로 계산 방법이 바
뀔 때 산목이란 도구가 견인했던 특징들, 예를 들어 나눗셈과 개방법, 천원술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단순곱셈의 종류가 많다거나 하는 특징들은 모두 거부되었
다. 알고리즘의 흡사함을 기준으로, 산목 계산의 셈법들이 연결되어 있던 그물망
과 필산의 셈법들이 만들어낸 그물망이 달랐으므로 산목 계산에서 필산으로 쉽
게 치환될 수 있는 사칙연산을 제외하곤 다른 셈법들은 모두 새로운 순서로 교
육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목 계산의 그물망 속 천원술은 필산에서 천원술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근방법과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남병길과 이상
혁 같은 학자들은 특별히 이 과정에 공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해석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오늘날에는 주요한 계산 도구로 컴퓨
터를 포함하는 계산기가 새롭게 등장했다. 계산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알고리즘
을 철저히 숨기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종이에 기호를 끄적거리는 유럽식 산술이 
계산기로 치환될 때 어떤 계산방법은 쉽게 치환되고 어떤 계산방법은 치환을 위
해 공을 들여야 했는가? 또 새로운 계산 도구가 만들어낸 셈법들의 그물망에 기
존의 계산 방법을 대처할 만한 산술이 모두 존재하는가? 계산기와 컴퓨터는 각
각 그 계산 과정에서 인간의 손과 기억에 대한 의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또 계산기와 컴퓨터를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계층에 속하여 어떤 사회문
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요인이 알고리즘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 이 논문에서 던지고 답하려 노력했던 이런 질문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찰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 도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컴퓨터, 또는 가려진 알고리즘이 주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 수 있
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계산 도구가 사회에 등장할 때마다 구성원은 기존
의 알고리즘을 재해석하고 혹은 어떻게 치환할지 궁리하는 것을 되풀이할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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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Understandings of Tianyuan shu 天元術 
and the Counting-rod Calculation by Different 

Mathematicians in late Joseon period  

OH, Young Sook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nalyses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mathematical technique, called 

tianyuan shu (天元術), from the late seventeenth-century to nineteenth-century Joseon 

dynasty. It is argued that mathematical techniques, in general, are not timeless nor 

ideal. The specific algorithms,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debates around the 

pros-and-cons of tianyuan shu changed dependent on the mathematicians’ social status 

and cultural surrounding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nce of understandings and 

usage of this technique, the mathematical texts of five mathematicians are studied: 

from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o the eighteenth century, the mathematical official, 

Hong Jeong-ha (1684-?) and the two Confucian scholars, Bak Yul (1621-?) and 

Hwang Yun-seok (1729-1791);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mathematical and 

astronomical official, Yi Sang-hyeok (1810-?), and the Confucian scholar, Nam 

Byeong-gil (1820-1869).   

             Hong, who charged the mathematical activities for the country e.g. 

taxation, advanced the tianyuan shu into the more practical level on the basis of 

materiality of the counting-rods. The two Confucian scholars, Bak and Hwang, 

focused on finding the patterns among the numerical variables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tianyuan shu, with the aid of visualization. Also, Bak and Hwang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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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tianyuan shu more freel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ir exposure 

to various novel mathematical tools.  

          Among these new mathematical tools imported, the calculation with brush 

became more popular, especially because of its role in the astronomical calculations. 

Both Nam and Yi researched the tianyuan shu with the dexterity of both the 

counting-rod calculation and the calculation of brush, which caused a new insight for 

the interpretation of tianyuan shu. However, there exi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am and Yi. Nam tried to explain the tianyuan shu with the knowledge of 

the calculation of brush. On the other hand, Yi regarded the form of tianyuan shu as 

the standard which could be applied to the other methods. Regarding his suggestion, 

it is safe to say that Yi’s tactics were influenced by the blend of the traits of the 

counting-rod calculation and the calculation of brush.          

keywords : tianyuan shu, the counting-rod calculation, the calculation of 

brush, Confucian scholars, mathematical officials,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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