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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work of CHOI Seok-Jeong(崔錫鼎)
and LEE Se-Gu(李世龜)

최석정 (崔錫鼎)의 산학연구와《양와집 (養窩集)》의 저자 이세구 (李世龜)

Lee Sang-Gu 이상구 Lee Jae Hwa* 이재화

In this paper, we give answers to some interesting questions about a Confucian
scholar and mathematici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I Seok-Jeong(崔錫鼎,
1646–1715), who was inducted in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Hall of Fame (http:
//kast.or.kr/HALL) for his mathematical achievements in October, 2013. In par-
ticular, we discover that CHOI Seok-Jeong was able to devote his natural abilities
and time to do research on mathematics, and that he frequently communicated
with his friend and fellow scholar, LEE Se-Gu(李世龜, 1646–1700), who was an ex-
pert on the astronomical calendar and mathematics, based on at least 24 letters be-
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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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조선후기 유학자이자 수학자인

명곡 (明谷) 최석정 (崔錫鼎, 1646–1715)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대상자로 선정하

였다.1) 이는 2006년 故 이임학 박사가 선정된 이후 수학자로서는 두 번째이다.2) 이번 선정의

주요 근거는 2007년에 발간된 Handbook of Combinatorial Designs(2판) [1]의 12쪽과 21

쪽에도 소개되었듯이 최석정이 오일러 (Leonhard Euler, 1707–1783) 보다 60여년 앞서서

세계 최초로 9차 직교라틴방진에 관한 업적을 남긴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1]. 조선의

∗Corresponding Author.
Lee Sang-Gu: Dept. of Math., Sungkyunkwan Univ. E-mail: sglee@skku.edu
Lee Jae Hwa: Dept. of Math., Hallym Univ. E-mail: jhlee2chn@hallym.ac.kr
Received on Jan. 12, 2015, revised on Apr. 8, 2015, accepted on Apr. 15, 2015.
1) 머니투데이뉴스, 2013년 10월 7일자 기사, 최석정·한만춘,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오른다―한림원, 조선후기

수학자 ‘최석정’, 전 연세대 이공대학장 ‘한만춘’ 선정

2) 디지털타임스, 2006년 11월 17일자 21면 기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 4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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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을 수차례 역임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저서인《구수략 (九數略)》에서 9차 직교라틴방진

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겼는데,3) 직교라틴방진은 스도쿠 (sudoku, 數獨)

의 원형이자, 현재도 컴퓨터 공학과 통신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학적

성과이다.4) 응용의 한 예로 컴퓨터와 메모리의 연결을 병렬로 구성할 때 직교라틴방진을 사용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5) 라틴방진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널코드인 터보부호의 인터리버

설계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12]. 대한수학회와 한국수학사학회

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최석정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추천되었으며, 마침내 2013년 10월 7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대상자로 선정되었다 [7].

Figure 1.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이 소개된 책과 관련 페이지

본 연구는 한·중·일 수학교류에 관련된 사료를 구하려고, 최석정이 당시 중국 산학자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집중하여 찾다가, 이세구 (李世龜, 1646–1700, 자는 수옹 (壽翁))와 나눈

수학적 서신교환사료를 발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최석정의 조선산학–수학에 대한 관심이 단지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육예 (六藝)의 하나였기

때문일까?’, ‘유학자인 최석정이 고위 관료와 영의정을 여러 차례 역임하며 언제 수학 (산학)

책을 저술할 시간이 있었을까?’ 특히 ‘최석정이 수학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막힌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동 시대의 인물은 누구이고, 그들 사이의 수학적 교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김영욱, 최석정 특집기사–최석정, 17세기의 영의정 수학자, 대한수학회 소식 제 151호 (2013), 2–4.
4) 강석기, 오일러 앞지른 최석정, 월간 과학동아 2008년 8월, 118–123. http://coding.yonsei.ac.kr/

article-2008-08.htm
5) 송홍엽, 최석정 특집기사–최석정 선생, 오일러를 최소 61년 앞서 직교라틴방진을 만들다, 대한수학회 소식 제

151호 (2013), 5–12.

http://coding.yonsei.ac.kr/article-2008-08.htm
http://coding.yonsei.ac.kr/article-2008-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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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서, 특히 세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본

연구진이 발굴한 이세구와 최석정 사이에 나눈 24 편의 서신이 기록된《명곡집 (明谷集)》[2]

에 근거하여 도출한 답을 제시한다.

Figure 2.《명곡집》권 13 목록

2 최석정의산학연구환경

최석정은 조선시대 중기 현종, 숙종대의 문신이며 학자로, 당대 활발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조

선왕조실록6)에는 그의 이름으로 국역 625건, 원문 616건 (初名인 최석만 (崔錫萬)의 기록까지

포함하면 국역 628건, 원문 619건)이 검색이 된다.

최석정은 자신이 산학서를 직접 저술하였을 만큼 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저술한《구수

략》은 17세기에 알려진 기초적인 수학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추리고 역학 (易學)의 이론을

합하여 동양철학에 입각한 수학적 이론을 세우는 산학서로, 서양수학을 최초로 소개한 조선

산서이다 [4,5,7]. (최석정의 생애와 그의《구수략》및 직교라틴방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발표된 관련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4, 7–9].) 정치로 바쁜 와중에 산학서를 저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부 중국 산서나 조선 산서의 서문에는 저자 자신이 아파서 쉬면서 산학을

공부하였다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7) 최석정의 경우 1701년 영의정이 된 후, 1710년까지 모

두 열 차례나 입상 (入相)하였으므로 관직에서 물러나 수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어도

10번 이상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45년 청 (淸)에서 시헌력 (時憲曆)으로 대표되는

6) http://sillok.history.go.kr
7) 고영미, 원로수학자와의 대화 (소중한 만남 홍성사 선생님), 대한수학회소식 제125호 (2009년 5월호), 19–22.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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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역법에 따른 개력 (改曆)이 실시되어 당시 조선에서도 시헌력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시헌력의 원리와 계산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북경에 보내고

역서를 구해오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1654년 역서부터 시헌력이 반영되었다. 최석정은 천문

학에 조예가 깊어 서양 역법의 정밀함을 인정하였다 [6]. 그는 17–18세기 초에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수학을 접하고 자신이 저술한《구수략》의 내용에 이를 소개하였으며, 서양수학을

중국에 처음 소개한《동문산지 (同文算指)》8)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송 (宋)과 원

(元)의《양휘산법 (楊輝算法)》과《산학계몽 (算學啓蒙)》[13]은 물론 Napier(1550–1617)

의《주산 (籌算)》을 인용하는 등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섭렵하려고 하였다.9) 당시

서양과 조선의 역법과 우주관이 충돌하던 시기이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중국에서

수입된 선진수학을 접했으며, 당연히 보통의 사대부가 갖는 수학에 대한 관심 이상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연구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산학 전문가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석정이 산학을 공부하던 동시기에 산학에 정통한 인물이 주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관련 사료를 조사하던 중 최석정의 저서《명곡집》에서 수학사학자 중에서는 처음으

로 최석정의 수학적 교류 상대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최석정이 이세구에 대하여 쓴 다음과

같은 제문 (祭文 : 祭養窩李壽翁文)을 발견하였다.

(원문일부) 才固優於成務, 學必先於硏幾, 大而天人之奧妙, 細而律曆之精微, 遠而事功之凌

雜, 近而節文之毛絲, 莫不窮原而徹委, 思一物之靡遺, 至其用功之深處

(해석) 재능은 확실히 成務10)보다 낫고, 배움은 필히 硏幾 (세밀함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

보다 앞선다. 그의 큰 부분은 하늘과 사람의 오묘함을 갖추었고, 세밀함은 율력 (樂律과 曆法)

의 정밀함을 갖추었다. 멀리는 공로가 월등하고 다양하며, 가까이는 사리에 따라 정한 도리가

털과 실같이 세밀하다. 근본을 연구하는데 철저하고 자세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생각함에

있어서 한 가지도 소홀히하는 바가 없으니, 공을 들임이 깊은 경지까지 이르렀도다.

당시에 율력에 대한 지식과 서적은 천문학-수학의 지식과 서적을 의미하므로, 이 발굴을

통하여 그간 학계에서 궁금해 하던 질문, 즉 우리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내용을 포함한 관련 사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8) 이지조 (李之藻, 1565–1630)가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 利瑪竇 , 1552–1610)와 함께 독일 수학자 Christo-
pher Clavius(1538–1612)의 Epitome arithmeticae practicae(실용산술개론)을 중심으로 번역한 것임.

9) 김영욱, 앞의 기사, 2–4.
10) 출전《주역》: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여 성공함 (開物成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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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제문「祭養窩李壽翁文」

3 최석정의산학과양와이세구 (李世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과 조선왕조실록12)에 따르면 이세구 (李世龜,

1646–1700) 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수옹 (壽翁), 호는 양와 (養窩), 본관은 경주 (慶州)

이다. 조선 중기의 명신이었던 오성부원군 이항복 (李恒福, 1556–1618)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성주 목사 이시현 (時顯, 1622–1678)이다. 박장원 (朴長遠, 1612–1671)의 문인으로, 1673년

(현종 14)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5년 (숙종 11) 에 음보 (蔭補) 로 경양도찰방 (景陽道察訪)

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그 뒤 1695년 다시 추천을 받아 예산현감에 임명되고, 1696

년 서연관 (書筵官), 지평 (持平)을 거쳐 1697년 장령 (掌令)에 임명되었다. 경학 (經學), 예설

(禮說), 역사 등에 걸쳐 박통하였으며,《대학 (大學)》의 물격설 (物格說)에 대하여 이황 (李滉,

1501–1570)과 이이 (李珥, 1536–1584)의 해석이 모두 정주 (程朱)13)와 다르다고 반박하고,

「정심장 (正心章)」에 대해서도 이황의 해석에 비판을 가하였다. 기해예설에 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여러 학설을 집대성하여《가례 (家禮)》를 독자적으로 주석하였다.

역사에도 밝아 한사군과 삼한의 위치를 논증하는 글을 남겼다. 박세채 (朴世采, 1631–1695),

윤증 (尹拯, 1629–1714), 남구만 (南九萬, 1629–1711), 최석정 등 소론에 속하였던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홍주의 혜학서원 (惠學書院) 에 제향되었다.

11) http://encykorea.aks.ac.kr
12) http://sillok.history.go.kr
13) 정호 (程顥), 정이 (程頤) 형제와 주희 (朱熹)를 일컬음.

http://encykorea.aks.ac.kr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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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는《양와집 (養窩集)》13책이 있다. 이 책은 규장각과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이세구의 졸기에 따르면 그는 일을 처리함이 매우 근엄하여 법도가 질서 정

연하였으며, 만년에 학문이 성숙되어서는 더욱 조용하고 태연스러웠다고 한다. 세도 (世道)가

타락되는 것을 민망히 여겨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스스로 지조를 지켰으며, 경전 (經典)

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세미한 이치를 분석하고 심오한 부분을 융회 (融會)하여 스스로 알아낸

것이 많았으나, 묻는 대로 대답만 해줄 뿐, 스스로 책을 저술하거나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명곡집》권 12에 쓰인「산학 (법)통종을 쓴 후 (書 算學統宗 後)」에 따르면 정대위 (程大位,

1533–1592)의《산법통종 (算法統宗)》14)을 이세구와 함께 (다른 사람을 시켜) 필사하여 책을

만들고 공부하여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 내용이 나오며, 최석정이 그 책의 끝에 題를 썼다.

Figure 4.「書 算學統宗 後」

(원문일부) 今見賓渠程氏所編統宗若干卷. 首載圖書. 以闡其源. 其下分爲九章. (중략)

余嘗得此書於人而未及閱. 吾友李壽翁一見而愛之. 遂相與謀倩人傳寫一通. 庶吾輩藏修之暇.

染指于斯. 以爲窮理之一助. 旣淨寫裝畢. 壽翁曰. 不可以無識也. 請余題其卷末.

(해석) 오늘 빈거 (정대위의 호) 정씨가 편찬한 (산법) 통종 몇 권을 보니 처음으로 그림을

실은 책으로 그 근원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구장 (九章, 또는 아홉 개의 장)으로

14)《명곡집》에서는《산학통종 (算學統宗)》이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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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중략) 내가 일찍이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었으나 미처 읽지 못하다가, 나의 벗

이수옹 (이세구)이 한번 보고는 그것을 좋아하여 (읽어보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다른 사람을

시켜 책을 한 권 베끼도록 하였다. (이 책은) 우리가 한가할 때 전심으로 공부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깊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이미 쓰는

것이 다 끝나 책으로 만들어져서, 수옹이 말하길 지 (識,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가 없으면 안 되니 나보고 권말에 제 (題, 책에 서명하는 것) 하도록 하였다.

최석정과 이세구가《산법통종》을 초록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학자가《산법

통종》을 공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3].

(a) (b)

Figure 5. (a)《명곡집》이승동제 부분 (b)《산학계몽》이승동제문

최석정과 이세구는 1683년 전후로 함께 서양의 역법과 수학을 연구하였으며, 직접적인 교류

이외에 계속 편지를 왕래하며 학술적인 문제를 토론하였다.《명곡집》권 13「이수옹에게 쓰는

서신(與李壽翁書)」(19면–57면)에는 최석정이 이세구에게 산수(算數), 천문, 역법(曆法) 등에

대해 쓴 24통의 편지15)가 수록되어 있어 그들이 함께 연구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3]. 최석

정은 편지에서 주세걸 (朱世傑, 1249–1314)의《산학계몽》[13]의 방법 (이승동제, 異乘同除)

을 사용하여 계산했는데,「이승동제」는 최석정의《구수략 을 (乙)》의「소양지수 (少陽之數)」

삼의 이 (三之二)에 설명과 함께 8문제가 실려 있다. 먼저《산학계몽》권상 (卷上) 19 첫머리에

「이승동제문 (異乘同除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15)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의 한국고전 DB에서 편지를 열람할 수 있다.

http://www.itkc.or.kr/itkc/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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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異乘同除門 今有錢九貫八百七十九文 糴16)米五碩三㪷四升 只有米三十六碩九㪷

問直17)錢幾何 答曰六十八貫二百六十五文 術曰 列只有米數以九貫八百七十九文乘之爲實

以五碩三㪷四升爲法除之合問

(해석) 이승동제문 돈 9관 879문으로 쌀 5섬 3말 4되를 산다. 쌀이 다만 36섬 9말이 있으면

값어치는 얼마인가? 답은 68관 265문. 풀이는 다만 있는 쌀 (36섬 9말)에 9관 879문을 곱하여

실로 하고, 5섬 3말 4되를 법으로 하여 나누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례문제

9관 879 : 5섬 3말 4되 = x : 36섬 9말

의 답

x =
9관 879

5섬 3말 4되
× 36섬 9말 =

9관 879 × 36섬 9말

5섬 3말 4되

을 구하기 위해 먼저 곱하고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8) 이제《명곡집》에서「이승동제」가

사용된 부분을 살펴보자.19)

(원문일부) 異乘同除. 筭學啓蒙上篇十九板首段. 以錢糴米云云. 此法當先以五石米. 除了

九貫錢. 得一斗之直然后. 以三十六石乘之. 而今用先乘後除者. 盖除法有除不盡者. 末後收

殺甚難. 乘法叅畸零之數. 故用先乘. 此筭家之妙也. 今以刻法借明之朔實. 下五千三百分.

是第三十日五十三刻也. 若以西法九十六刻求之. 則先以九十六. 乘五十三. 得五千. ○八十八.

復以刻法一百除之. 方得五十刻八十八分. 授時法子丑寅三時. 乃二十五刻. 以九十六乘之.

得二千四百. 復以刻法一百除之. 方得二十四刻. 盖五十與二十四. 固不滿於百刻之數. 而必以

他法乘之. 本法除之. 其理與筭家異乘同除同符.

(해석) 이승동제.《산학계몽》상편 19면 첫 단락에 돈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방법은 애초에 쌀 5섬으로 돈 9관을 나누어 쌀 한 말의 가치를 얻은 후에 36

섬을 곱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먼저 곱하고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눗셈에는 나눈

몫이 무한소수인 경우 (除不盡)가 있어서 (계산을) 끝을 맺기가 매우 어렵고 곱셈에 정수 이외

소수점 이하의 수 (畸零之數)가 섞이게 된다. (그래서 계산이 더 어렵다) 따라서 먼저 곱셈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산학자의 묘책이다.

16) 糴 : 쌀 사들일 적

17) 直 : “값어치가 있다 (나가다)”는 뜻이 있다.
18)《산학계몽》의「이승동제」는 비례사율로 최석정이 언급한 것은 양휘가 처음《속고적기산법 (續古摘奇算法)》

하권에서 나눗셈과 곱셈의 교환법칙을 언급한 것을《산법통종》의 가결 (歌訣)에 넣고 이를《동문산지》에도
적용한 것이다. a : b = c : x 즉 ax = bc에서 x = bc/a = (b/a)c이다.

19) 원문의 숫자 5088의 사이에 마침표 (。)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산법통종》을 초록한 사람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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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법을 빌어 삭망월 (朔實, 영어로는 lunation numerator) (아래 남는) 5300분은 제30

일의 53각이다. 만일 서양법인 96각으로 구하면 먼저 53에 96을 곱하면 5088을 얻는다. 다시

각법 100으로 나누면 비로소 50각 88분을 얻는다. 자, 축, 인 3시는 즉 25각이다. (여기에)

96을 곱하면 2400을 얻고 다시 각법 100으로 나누면 비로소 24각을 얻는다. 50과 24는 100

각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므로 필히 타법 (서양법 96각)을 곱하고 본법 (조선의 법 100각)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 이치는 산학자의「이승동제」와 일치한다.

최석정은 시각을 환산할 때 위에서 언급한「이승동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선의 전통시

법 (時法)20)은 본래 하루를 12시 (時)21) 100각 (刻)22)으로 나누었는데, 100각은 24등분 되어

매 시의 초와 정에 4와 1/6각씩 각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이러한 12시 100각법은 서양식

천문 계산법을 담은 시헌력 (時憲曆)을 1653년 채택하면서 12시 96각법으로 바뀌었다. 96

각법에서는 매 시에 8각이 배분되어 정수로 표현된다. 100각법에서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1/6각은 현재의 시법으로 변환할 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당시의 조선 전통 시법과 역법 체계

하에서는 전혀 불합리 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제였다. 예를 들어 세종대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의 역법 계산에서는 1각을 100분으로 하여, 하루를 10000분으로

수많은 나눗셈 계산을 해야 하는 역법 계산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절기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부정시법 (不定時法) 을 사용할 때는 100각법을 쓰면 밤의 길이가

정수로 떨어지는 등 사용 용도에 따라서 1각을 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편리함을

극대화하였다 [10].

위의 내용은 한 편의 예로써 24편의 편지의 여러 부분에 이와 같이 최석정과 이세구가 조선

산학 및 천문역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다.23)《명곡집》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의 새로운 서양수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세구는 당시

역법 (산학)의 전문가였으며, 최석정은 이세구와 산학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교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왕래한 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최석정은

산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세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산학과 역법

내용을 온전하고 깊게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석정이 고급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산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했음은 물론, 독창적인 결과를 담은《구수략》을 저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 시간을 나타내는 법을 말한다.
21) 매 시 (時)는 다시 초 (初)와 정 (正)으로 나뉨.
22) 물시계 (漏刻)를 이용하여 시간을 나타내는 법을 각법 (刻法)이라 한다.
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의 해제 참조.

http://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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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최석정이 이세구와 나눈 수학적 서신교환사료를 발굴하여 시작된 연구로 최석정의

수학적 업적을 조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각각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 ‘최석정의 조선산학-수학에 대한 관심이 단지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육예 (六藝)의 하

나였기 때문일까? ’에 대한 답, “최석정은 당시 시헌력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역법과

우주관이 조선과 충돌하던 시기에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산학과 함께 서양수학을

접했으며, 서양수학을 조선에 소개하고 당시 가능한 모든 이론을 섭렵하려고 하는 등,

보통의 사대부가 갖는 수학에 대한 관심 이상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 ‘유학자인 최석정이 고위 관료와 영의정을 여러 차례 역임하며 언제 수학 (산학)책을

저술할 시간이 있었을까?’ 에 대한 답, “열 차례나 입상하는 등 수시로 한직에 머물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며 신학문에 집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 ‘최석정이 수학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막힌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동 시대의 인물은 누구

이고, 그들 사이의 수학적 교류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최석정의 주변에 그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조언을 구할 산학 전문가 이세구가

있었다. 특히 둘은 산학에 대한 관심은 물론 나이도 비슷한 고위 관리로서 중국에서

전해온 천문학-수학 서적을 조선의 누구보다도 많이 빠르게 접하면서 습득할 여건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세구는 당시 천문학의 전문가로 평가 되는 사람이므로

최석정의 독창적인 산학 특히, 마방진 관련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명곡집》에서 이세구와 최석정 사이의 24편의 서신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산학관련 주요부분을 해석하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천문학 내용을 포함하는

전체 서신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완전한 해득은 천문학자, 수학자, 한학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추가 연구를 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주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해득한 일부 수학 내용만 심층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故 이임학 박사는 MacTutor history에 등록된

현재까지는 유일한 한국인 수학자이다.24) 한국수학사학계의 노력으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

당에 2013년에 헌정된 최석정 선생의 업적이 MacTutor history에도 추가되도록 후속 연구도

진행되고, 그를 위한 적절한 절차도 밟게 되기를 기대한다.

24)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Biographies/Ree.html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Biographies/R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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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본문에 언급된 원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주신 한국수학사학회 김영욱

회장님과 홍성사 교수님, 변형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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