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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Jiuzhang suanshu九章算術》
through《Kujang sulhae 九章術解》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Terms and Phrases in the First Half of

Chapter One pangjeon 方田章, and Paying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ncepts—

《구장술해》를 통한《구장산술》의 이해

—方田章 전반부의 용어와 어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개념의 발달 과정에 주의하여—

Kang Min Jeong 강민정

We discuss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meaning of the terms and phrases in the
first half of Chapter One fang tian 方田章 of《Jiuzhang suanshu九章算術》. I under-
stood those issues more clearly in the course of the translation of《Kujang sulhae
九章術解》. Those are ‘今有’ in the beginning of each problem, ‘積’ and ‘冪’ in the
method of square field 方田術, ‘齊’ in the method of reduction to a common de-
nominator 齊同術, ‘經’ and ‘有分者通之 重有分者同而通之’ in the method of dividing
fraction 經分術, ‘實如法而一’ in the calculation using the rods, ‘兩邪’ in the method
of trapezium field with a perpendicular side 邪田術. We may find out the value of
《Kujang sulhae 九章術解》through our discussion.

Keywords: Jiuzhang suanshu, Kujang sulhae, the method of square field, the method
of reduction to a common denominator, the method of dividing fraction, the method
of trapezium field whith a perpendicular side; 구장산술 (九章算術), 구장술해 (九章

術解), 방전술 (方田術), 제동술 (齊同術), 경분술 (經分術), 사전술 (邪田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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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西漢의 張蒼 (?–B.C.152)과 耿壽昌 (B.C.1세기)이 先秦시대부터 전해온 九數의 算法을

정리�첨삭하여 편찬한1)《구장산술》에 三國시대 魏나라의 劉徽가 심도 있는 注를 내고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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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장산술》의 편찬 연대에 대한 몇 가지 상이한 견해와 각 견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郭書春[10]의 前言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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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의 李淳風이 다시 주석을 가하여 (7세기)《算經十書》에 포함시킨 뒤로,《구장산술》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한자문화권의 전통 산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도 7–8세기경

신라 國學에서 算學科의 정규 교재로 사용되고[27] 고려시대 산학 시험의 주요 과목이었다[20]

는 사실에서 이 책의 당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산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宋 �元代의 산학서들이 수입된 뒤 조선에서는 世宗 12

년 (1430)에 제정된 雜科 10학의 산학 과목에《구장산술》이 들어있지 않았으니[28], 사회적

활용도가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국내의 문화적 자산이

대거 소실되고 약탈당한 뒤로는 이 책의 존재조차 묘연했다.2) 조선 산학에서 이 책의 재등장은

淸나라 戴震 (1724–1777)이《四庫全書》를 편찬하면서《永樂大典》에 散入된 원문을 다시

뽑아내어 재편집하고 淸代 毛扆의 汲古閣本과 대조 교감한 輯錄校勘本3),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대진 교감본4)을 수입하면서 이루어졌다.5)

南秉吉의《구장술해》는 한국 산학에서 이와 같이 700–800년 동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다가 200년 동안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고 다시 근 200년 동안 不在의 기간을 겪다가 재등장한

‘數學의 鼻祖’6)《구장산술》을 새롭게 주해한 책이다.《구장술해》의 저본은 微波榭本으로

추정되고 있다.7)

남병길은《구장술해》의 跋文에서《구장술해》의 편찬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장산술》은 수학의 비조이다. 유휘가 注를 내고 이순풍이 풀이했으나 모두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다. 혹시 원앙을 수놓되 바늘은 감추듯이 산법의 비결은

감추어 둔 것일까? 주석은 후학을 이끌어주는 방편인데 기존의 주석으로는 도

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내가 原術을 바탕으로 풀이하여 만에

2) 崔錫鼎 (1646–1715), “이 책 (《구장산경》)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으며 燕京의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데, 우선 그 名目을 이와 같이 보존해 둔다.[此書不傳於東國 求之燕肆 亦不可得 姑存其名目如此]” [7] ;
李瀷 (1681–1763), “나는 그 온전한 책을 보지 못했고, 주석을 통해 본 것은 구고와 최분 등에 불과했다.[余未得
見其全書 而見於註脚者 不過勾股衰分之類是也]”[21] 최석정이《九數略》卷首의 ‘引用書籍’에《구장산경》을
든 것은 그가 이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구장산경》의 명목과 유휘 주 일부를 보고 이를 인용
(《구수략 丙 方程口訣》“九章註云 兩算得失相反 要令正負以名之”)했기 때문이다.

3) 南宋의 鮑澣之가 전반 5권만 전하는 北宋 비서성 刻本의 殘本을 飜刻하였는데, 淸代의 毛扆가 이 번각본을
바탕으로 影抄한 것이 汲古閣本이다. 대진은《영락대전》에서《구장산술》을 집록해 낸 다음 이 급고각본과
대조 교감하여 집록교감본을 내었다.[[10]의 前言 53–56면]

4) 대진 교감본은 ①1774년 皇命에 의해 武英殿에서 대진의 집록교감본의 副本을 활자 인쇄하여 武英殿聚珍板
叢書에 수록한 聚珍板, ②취진판의 오류를 수정한 聚珍板 乾隆 御覽本, ③1776년에 황명에 의해 福建省에서
취진판을 번각한 복건 번각본, ④1780년대에 대진집록교감본의 正本을 7부 초록하여 7곳의 皇家書閣에 보관한
四庫全書本 ⑤1776년에 대진이 자신의 집록교감본을 저본으로 前5권에 대해 급고각본과 參校하여 재정리하고
자신이 정리한《海島算經》과 함께 屈曾發에게 주어 豫簪堂에서 合刻한 豫簪堂本, ⑥1776년 말–1777년 초
(판각 연대를 1773년 견륭 38년으로 새긴 것은 신빙성이 없음)에 대진이 급고각본 (前 5권)과 대진 집록본 (後
4권과 유휘 서)을 저본으로 새로 정리하여 孔繼涵에게 주어 微波榭에서 간행한 微波榭本 등이 있다.[[10]의
前言 53–56면]

5) 郭世榮 [[11]의 95면]은 孔繼涵이 微波榭에서 간행한 算經十書本, 곧 미파사본이 조선에 전해졌다고 분석했다.
6) ‘數學의 鼻祖’는 남병길이《구장술해》의 발문에서《구장산술》의 위상을 규정한 말인데, 이는 淸 孔繼涵이 지은

<九章算術跋> 서두의“구장의 산술은 산술의 비조이다 [九章之術 乃算術之鼻祖]”라는 말을 계승한 표현이다.
7)《구장술해》의 저본 고증에 대해서는 郭世榮[11] 의 92–94면참조.



Kang Min Jeong 209

하나라도 명료한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나는 오직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감히 선각자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8)

《구장술해》는 곧 남병길이 유휘 주와 이순풍 주석만으로는 명료하지 않은 계산법들에

대해 새로이 解를 베풂으로써《구장산술》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 책이다.9) 이를 위해 그는

저본에 실린 모든 주석, 곧 유휘, 이순풍, 대진의 주석과 당시 조선 산학의 필수 학습서가 된

《數理精蘊》10)의 산학 지식을 기본 자료로 취사선택하고 변형하여 19세기 조선의《구장산술》

독본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구장술해》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용어와 發想이 공존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구장술해》의 가치가 드러난다. 장창의 정리로부터 2000년, 유휘의 주로부터 1500년, 이순

풍의 주로부터 1200년이 흐른 19세기 중반에, 세월의 누적과 책의 遺失로 인해 단절되었던

고대 산학과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古今의 언어와 산법을 소통시켜, 산학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주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금을 잇는 架橋로서

《구장술해》의 가치는, 전통 산학에서 더욱 멀어진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구장술해》를 역주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게 된《구장산술》또는《구장산술주》

의 용어와 어구 이해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그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장술해》를 통한《구장산술》方田章 전반부의 이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구장산술》방전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방전

장은 方田術, 里田術, 圭田術, 邪田術, 箕田術, 圓田術, 宛田術, 弧田術, 環田術등 9가지의 田地

면적 계산법과 예제 18개, 그리고 約分術, 合分術, 減分術, 課分術, 平分術, 經分術, 乘分術,

大廣田術 등 8가지의 분수 계산법과 예제 20개로 이루어졌다. 총 17術 38문제로, ‘추상적인

술문이 몇 개의 구체적인 예제를 거느린 형식 [術文統率例題]’11)을 취하고 있는데, 합분술,

과분술, 승분술, 대광전술은 예제가 3개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2개씩이다.

西周시대부터 이미 九數의 하나로 자리 매김된12) 전지의 면적 계산법은 秦漢의 관료제를

8)《구장술해》발문 [남병길] : “九章算術 數學之鼻祖也 劉徽注之 李淳風釋之 然俱多未曉處 抑或繡出鴛鴦
而藏其金針之義歟 注釋 所以啓來者 而終莫能端倪 故余因原術解之 發明其萬一 未敢爲覺後覺 而使好學者
庶其易曉云爾”[25]

9)《九章術解》라는 제목은 ‘九章術에 대한 解’라는 말인데, 남병길의 이 같은 저술 의도를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10)《수리정온》은 1713–1722년에 걸쳐 淸 康熙帝의 명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간행된 지 채 10년도 안 된 1730년에

日官 李世澄이 謝恩使의 일행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사재를 털어《曆象考成》�《律呂正義》와 함께 구입해
옴으로써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으며[32, 19], 60년 뒤인 1791년에는 천문학 취재 과목으로 선정되었다.[6]

11) 곽서춘 [[10]의 前言 4–7면]은《구장산술》의 구조를 분석하여 ① ‘추상적인 술문이 한 개 또는 몇 개의 구체적인
예제를 거느린 형식 [術文統率例題]’과 ②구체적인 문-답-술이 일대일로 제시된 응용문제집 형식의 두 가지로
대별하고, 전자가《구장산술》의 중심적인 형식이라고 하였다.

12)《周禮》「地官 保氏」의 ‘九數’에 대한 鄭玄의 주에 다음과 같은 鄭衆의 설이 인용되어 있다. “九數 方田粟米差
分少廣商功均輸方程贏不足旁要 今有重差夕桀句股也”[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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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료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통치 기술의 하나로 중요성이

더해졌다.13) 《구장산술》면적 계산법의 근간은 ‘남는 부분을 가져다 빈 부분에 보충하는

[以盈補虛]’ 방법이다. 방전장에서 다룬 다각형은 모두 이렇게 하여 직사각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면적 계산법이 도출되었다. 圓形도 정육각형으로 바꾸어 근사적인 면적을 계산

했으므로 원형을 비롯한 모든 곡선형 전지의 면적 계산법 역시 근본적으로는 ‘以盈補虛’의

방법을 깔고 있다. 정형 또는 부정형의 각종 실제 전지들에 방전장의 전형적인 면적 계산법들을

적용하는 데 역시 이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임14)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수 계산법은《구장산술》전체에 적용되는 ‘수를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구장산술》에 자연수의 사칙연산 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선진

시대에 이미 덧셈과 뺄셈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자연수 연산은 보편적인 지식이 되었음을

반증한다.15) 방전장의 분수 계산법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양의 유리수의 계산법을 확정한

것이다.[2]

이제《구장술해》가《구장산술》의 명료한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사례를 방전장 전반부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제 서두의 ‘今有’

《구장산술》대부분의 문제는 서두에 ‘今有’ 2자가 있는데, 이는 전통 산학서의 전형이 되었

다. 현대 수학의 문제 제시법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를 현대 수학 문제의 일반적인 서술 체제에

맞추어 ‘만약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다면’으로 읽기 쉬운데, ‘今’을 본래의 의미가 아닌

‘만약’의 뜻으로 보아 ‘若’, ‘假如’처럼 가정문을 이끄는 접속사로 규정한 곽서춘의 견해 [[10]

의 14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 전통 산학의 중요한 특징, 곧 추상적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이론적�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서구 수학과 달리 현실 생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具象적으로 전개하는 전통 산학의 특징이 문제 서술

방식에도 영향을 준 것임을 간과한 것이다. 문제 서두의 ‘今有’를 ‘만약’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밖에 또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13) 관료제가 안착된 漢代에《구장산술》이 정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18]
14)《孟子》「滕文公 上」에 “이제 縢나라를, 긴 데를 잘라 짧은 데에 보태면 사방 50리가 될 것입니다.[今滕 絕長補短

將五十里也]”라고 한 예를 들 수 있다.[24]
15) 나눗셈은 일정한 수를 거듭 덜어냄으로써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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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분11>16)부터 <최분20>17)까지, <균수07>18)부터 <균수12>19)까지, <균수15>20),

<균수20>21)부터 <균수23>22)까지, <균수25>23), <균수26>24)과 같이 ‘今有 A 今有 B

問 C[지금 A의 조건이 있다. 만약 B가 있다면 C는 얼마인가?]’ 또는 ‘今有 A 今 B 問

C[지금 A의 조건이 있다. 만약 B와 같이 한다면 C는 얼마인가?]’의 형태로 ‘今’이 두 번

쓰인 문제에서 첫 번째 ‘今’은 ‘지금......있다’로, 두 번째 ‘今’은 ‘만약......라면’으로 읽는

것이 타당한데,《구장산술》대부분의 문제 서두에 있는 ‘今有’는 이들 문제의 서두에 있는

‘今有’와 의미와 용법이 같다. 서두의 ‘今有’를 ‘만약...... 있다면’의 뜻으로 보면, 이들

문제는 ‘만약 A의 조건이 있다면, 만약 B라면, C는 얼마인가?’라는 말이 되어 어색해진다.

② 동일한 계산법에 複數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둘째 이하의 문제 서두에는 ‘今有’가 아닌

‘又有’가 쓰였는데, 여기에는 ‘만약’으로 풀이될 만한 자구가 없다. 동일 산법의 둘째 이

하의 문제에는 실제 조건이 제시되는데, 첫째 문제에만 가정 조건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속미01>25)부터 <속미31>26)까지 ‘今有 A 欲 B 問 C[지금 A의 조건이 있어 B와 같이

하려고 한다. C는 얼마인가?]’의 형태로 주어진 今有術 문제에 대해 남병길이 A를 ‘原有

[원래부터 있었던]’, ‘先有 [먼저부터 있었던]’ 조건으로, B를 ‘今有 [지금 있는]’ 조건으로

풀이했는데, ‘原有’, ‘先有’는 旣成의 전제 조건임을 나타낸다.

④ 본래의 뜻으로 의미가 잘 통하는데 굳이 특수한 뜻으로 읽는 것은 한문 해독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위 ③에 언급한 남병길의 풀이는 본디《수리정온》하편 권3 ‘比例’ 중 正比例에 대한 설명에

서 유래한 것인데,《수리정온》은 서구 수학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設如’로 시작된다.

16) <최분11>：今有絲一斤 價直三百四十五 今有絲七兩一十二銖 問得錢㡬何 [[12]의 上冊 104면]
17) <최분20>：今有貸人千錢 月息三十 今有貸人七百五十錢 九日歸之 問息幾何 [[12]의 上冊 107면]
18) <균수07>：今有取傭 負鹽二斛 行一百里 與錢四十 今負鹽一斛七斗三升少半升 行八十里 問與錢幾何 [[12]의

上冊 226면]
19) <균수12>：今有善行者行一百步 不善行者行六十步 今不善行者先行一百步 善行者追之 問幾何步及之 [[12]의

上冊 230면]
20) <균수15>：今有人持金十二斤出關 關稅之 十分而取一 今關取金二斤 償錢五千 問金一斤值錢幾何 [[12]의 上冊

231면]
21) <균수20>：今有鳧起南海 七日至北海 鴈起北海 九日至南海 今鳧鴈俱起 問何日相逢 [[12]의 上冊 236면]
22) <균수23>：今有一人一日矯矢五十 一人一日羽矢三十 一人一日筈矢十五 今令一人一日自矯羽筈 問成矢幾何

[[12]의 上冊 238면]
23) <균수25>：今有程耕 一人一日發七畝 一人一日耕三畝 一人一日耰種五畝 今令一人一日自發耕耰種之 問治田

幾何 [[12]의 上冊 239면]
24) <균수26>：今有池五渠注之 其一渠開之 少半日一滿 次一日一滿 次二日半一滿 次三日一滿 次五日一滿 今皆決之

問幾何日滿池 [[12]의 上冊 240면]
25) <속미01>：今有粟一斗 欲爲糲米 問得幾何 [[12]의 上冊 66면]
26) <속미31>：今有麥一斗 欲爲大䵂 問得幾何 [[12]의 上冊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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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길은《구장산술》을 해설하면서《수리정온》의 문구와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도

문제 서두의 ‘設如’는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문제 서두의 ‘今有’를 ‘設如’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리정온》에는 ‘設如原有

A 今有 B 問 C’ 형태의 문제들도 있는데, 여기서 ‘設如’는 ‘原有 A’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今有 B’에까지 걸리는 말이다. 곧 ‘만약, 원래 A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B의 조건이 있다면,

C는 얼마인가?’라고 읽어야 하지, ‘만약 원래 A의 조건이 있다면, 지금 B의 조건이 있다면,

C는 얼마인가?’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예를《구장산술》의 ‘今有 A 今有 B 問 C’ 또는

‘今有 A 欲 B 問 C’와 비교해 보면,《수리정온》의 ‘設如’는《구장산술》문제 서두의 ‘今有’

를 일대일로 환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2 方田術의 ‘積’과 ‘冪’

•〔九章術〕廣從步數相乘 得積步

너비와 길이의 步수를 서로 곱하여 積步를 구한다.

•〔劉徽註〕此積爲田冪 凡廣從相乘 謂之冪

이 積은 밭의 冪이다. 너비와 길이를 서로 곱한 것을 冪이라고 한다.

•〔李淳風註〕冪是方面單布之名 積乃衆數聚居之稱......凡言冪者據廣從之一方 其言積者

舉衆步之都數

冪은 정사각형의 한쪽 변이 홑으로 펼쳐짐을 표현한 용어이고, 積은 뭇 수치가 모여

있음을 지칭한 용어이다.....冪을 말할 때는 너비와 길이 중 한쪽에 근거하고, 積을 말할

때는 뭇 보2의 總數를 든다.

위는 ‘積’과 ‘冪’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방전술의 術文과 유휘 주 및 이순풍 주를 대비시킨

것이다. 이순풍은 위와 같이 ‘積’과 ‘冪’을 정의하고 용법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유휘의 용어 사용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경문의 ‘서로 곱하여 積步를 구한다’라는 말은 積이 總數임을 분명히 밝힌 것

이다. 유휘 註의 ‘너비와 길이를 서로 곱한 것을 冪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積步의

본래 의미에 완전히 어긋난다. 유휘 註 전반부의 ‘積은 밭의 冪이다’라는 말은

이치상 통하나, 다시 ‘너비와 길이를 서로 곱한 것을 冪이라고 한다’라고 한 말은

번쇄할 뿐 합당치 않다.”27)

이순풍의 주장은 예컨대 Figure 1과 같은 사각형 子丑寅卯가 있을 때 그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되며, 두 가지를 혼동하여 ‘25멱’과 같이 나타내서는 안

27) “經云相乗得積歩 即是都數之明文 注云謂之爲幂 全乖積步之本意 此注前云積爲田幂 於理得通 復云謂之爲幂
繁而不當”[[12]의 上冊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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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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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yeok 冪 and cheok 積 in Li Chunfung 李淳風’s annotation; 이순풍 주의 冪과 積

유휘는 冪과 積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반면, 이순풍은 두 글자의 의미를 엄밀히 구분하

였다. 그렇다면《구장산술》방전장 전체에서 유휘와 이순풍의 ‘冪’자 사용 유형과 빈도는

어떠할까? 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Table 1이다.

유형 예시 유휘 주 이순풍 주

① ‘면적’이라는 일반 명사 田幂 [전지의 면적] 3 0
② 평면 도형의 면적 十二觚之幂 [12각형의 면적] 64 2

③
어떤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句幂 [句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14 2

④
어떤 수를 제곱한 크기의

면적
周自乘之幂 [둘레를 제곱한

만큼의 면적] 2 0

⑤ 입체도형 표면의 면적
方錐四面見者之幂 [사각뿔
사면에 드러난 면의 면적] 2 0

⑥ 색깔로 표시한 면적
黄幂 [노란색으로 표시한

면적] 2 0

Table 1. Examples of ‘myeok 冪’ in Liu Hui 劉徽 and Li Chunfung 李淳風’s annotation to
Chapter One pangjeon 方田章 ; 방전장 유휘 주와 이순풍 주의 ‘冪’자 용례

이순풍이 정의한 ‘冪’은 ③의 유형이고, 그가 유휘의 용법을 비판한 것은 ④의 유형이며,

‘積은 밭의 冪 [면적]이다’라는 유휘 주에 대해 그가 ‘이치상 통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①의 유형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유형들을 다시 유사한 것끼리 모으면, 면적의

크기가 명시되지 않은 ①, ②, ⑤, ⑥과, 면적의 크기가 명시된 ③, ④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

Table 1에 나타난 이순풍의 ‘冪’자 용례는 스스로 표명한 입장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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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순풍은 유휘에 비해 ‘冪’자 사용의 유형이 매우 단순

하고 빈도 또한 낮다는 사실, 그리고 유휘의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이순풍의 용법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휘 시대에는 ‘冪’자가 비교적 광범한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순풍 시대로 내려오면서 차츰 의미의 외연이 축소되었으며,28) 그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사용 빈도가 적은 것들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순풍이 지적한 유휘의 ‘오류’는

실은 오류라기보다 시대적 변화를 겪은 뒤에 후대의 관점으로 선대를 재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휘와 이순풍 중 누가 옳고 그른지 시비를 가리기보다 둘의 용법을 모두

긍정하면서 시대적 변화 추이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29) 남병길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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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rea expressed in cheok 積 ;
積으로 표현한 면적

〔南秉吉解〕以邊計之 爲廣從相乘之方面積 以積言之 爲十五步十六步聚居之總數

也

邊으로 헤아리면 ‘너비와 길이를 서로 곱한 사각형의 면적’이 되고, 積으로 표현

하면 가로로 15보2, 세로로 16보2가 모여 있는 總數가 된다.

남병길은 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방법을 ‘변으로 헤아리는’ 것과 ‘積으로 표현하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예컨대 Figure 2와 Figure 3처럼 가로 15보, 세로 16보의 전지가 있을

때 전자의 표현법에 따르면 ‘가로 15보, 세로 16보를 서로 곱한 사각형의 면적’이 되고, 후자의

표현법에 따르면 (15보×16보 =) ‘240보2’가 된다.

28) 白尙恕는 唐代부터 淸末까지 대표적인 산학서들에서 ‘冪’자의 용법을 검토하여, 그 의미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산학서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1]의 13–14
면] 그런데 유휘와 이순풍의《九章算術》방전장 注에 한정해 보면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후대로
내려오면서 의미가 축소되었다.

29) 현대의 학자들 중에는 이 주석을 이순풍의 수학적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삼기도 하는데, 그렇게 당시의
논쟁에 끼어들어 시비를 가리기보다 한 발 떨어져서 관조할 때 각 시대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여 수학사의
내용을 풍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Kang Min Jeong 215

전자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자는 단위면적의 총수를 가지고

면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白尙恕가 冪과 積에 대한 이순풍의 정의에 대해 ‘冪은 형태를

가지고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積은 그 속에 포함된 단위면적의 수량을 가지고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해석 [[1]의 13–14면]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冪은 정사각형에 한정하여 쓰이기 때문에 ‘句冪’과 같이 한 변만 언급해도 형태가 드

러나는 반면에, 남병길의 ‘변으로 헤아리는 방법’은 직사각형을 아우른 것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모두 언급해 주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남병길은 冪과 積에 대한

이순풍의 구분과 정의를 이해한 바탕 위에, 정사각형에 한정되었던 표현 방법을 직사각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이순풍의 冪과 積의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알 수

있다.

2.3 齊同術의 ‘齊’

분수의 통분30) 방법을 유휘는 ‘齊同術’로 칭했는데, ‘齊’와 ‘同’에 대한 유휘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劉徽註〕母互乘子謂之齊 群母相乘謂之同 (합분술)

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는 것을 齊라 하고, 각 항의 분모끼리

서로 곱하는 것을 同이라 한다.

여기서 ‘母互乘子’와 ‘群母相乘’은《구장산술》방전장 合分術, 減分術, 課分術, 平分術의

다음과 같은 術文에서 따온 말이다.

〔九章術〕合分術曰：母互乘子 幷以爲實 母相乘爲法

합분술：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여...분모를 서로 곱하여...

減分術曰：母互乘子 以少減多 餘爲實 母相乘爲法 實如法而一

감분술：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여...분모를 서로 곱하여...

課分術曰：母互乘子 以少減多 餘爲實 母相乘爲法 實如法而一 即相多也

과분술：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여...분모를 서로 곱하여...

平分術曰：母互乘子 副幷爲平實 母相乘爲法 以列數乘未幷者 各自爲列實...

평분술：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여...분모를 서로 곱하여...

30) 전통 산학에서 通分은 ‘대분수의 정수 부분에 분모를 곱하는 것’, 또는 정수항과 분수항이 있을 때 정수항에
분수항의 분모를 곱하여 분자끼리 상호 연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전통 산학의 通分은
이와 같은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서술했고, ‘통분’은 현대적 의미의 통분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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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길은《수리정온》의 용어를 차용하여 분수의 통분법을 ‘互乘法’으로 칭했는데, 그 語源이

위에 보인 것과 같은 ‘母互乘子’를 축약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분을 위해 ‘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는 것 [齊 ; 互乘]’은 ‘각 항의 분모끼리 서로 곱함 [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齊’ 또는 ‘互乘’만 언급해도 ‘同’의 의미가 자연히 내포된다. 따라서

‘互乘’만 가지고도 분수의 통분법을 지칭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齊’와 ‘互乘’은 차이가 있다. ‘互乘’은 ‘齊’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고, ‘齊’는 ‘互乘’의 목적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휘 주와 이순풍 주를 읽다 보면 ‘互乘’

의 목적이자 결과로서 ‘齊’의 초점이 일관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킨다. ‘齊’는 ‘가지런히 하다,

균질화하다’의 뜻인데, 무엇과 무엇을 균질화하는 것인지, 그 대상에 따라 齊의 의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齊’의 대상에 주목하여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 각 항의 분자들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齊’가 ‘분자들을 균질화하기’를 뜻하는 경우31)

〔劉徽註〕數同類者無遠 數異類者無近 遠而通體知 雖異位而相從也 近而殊形知 雖同列而

相違也 然則齊同之術 要矣 (합분술)

同類의 수는 멀리 있어도 연산에 지장이 없고, 異類의 수는 가까이 있어도 연산할 수 없다.

멀리 있더라도 형체가 통하는 수는 다른 자리에 있어도 연산할 수 있고, 가까이 있더라도

형체가 다른 수는 같은 列에 있어도 연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동술이 중요하다.

〔劉徽註〕齊 故可相減也 (감분술)

‘분자들이 균질화 되었기 [齊]’ 때문에 서로 뺄 수 있는 것이다.

〔劉徽註〕母互乘子者 齊其子 母相乘者 同其母 (경분술)

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는 것은 분자를 균질화하는 것이고, 분모끼리

서로 곱하는 것은 분모를 균일화하는 것이다.

〔李淳風註〕齊其衆分 同其羣母 (합분술)

여러 분 (分)수32)들을 균질화하고 여러 분모들을 균일화한다.

〔李淳風註〕分各異名 理不齊一 (과분술)

분 (分)수가 각기 분모가 다르면 결이 균질하지 않다.

② 분자와 분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齊’가 ‘분자를 분모와 같은 비율로 변화시키기’를

31) 이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同’ 앞에 ‘齊’를 말하여, 제동술의 산대셈 순서와 일치시켰다.
32) 분 (分)수：1을 분모로 쪼갰을 때 그 나뉜 조각 [分]의 개수로 표현된 수, 곧 분수로 나타낸 수의 분자이다.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b/a’의 형태로 나타낸 수 일반을 일컫는 ‘분수’와 구분하기 위해 ‘분 (分)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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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경우33)

〔劉徽註〕同者 相與通同 共一母也 齊者 子與母齊 勢不可失本數也 (합분술)

同은 서로 같아지도록 분모를 공통의 단일한 수로 만드는 것이고, 齊는 분자를 분모와 ‘같은

비율로 변화시켜 [齊]’ 본래의 값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①과 ②가 모두 분수를 통분했을 때의 결과이지만, 예컨대 b
a 와 d

c 를 통분한 bc
ac 와 ad

ac 를

가지고 보자면, ①은 통분된 두 분자 bc와 ad가 모두 동일한 분모 ac에 대한 분 (分)수로 균

질화되었므로 바로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데 비해, ②는 분자 b와 분모 a가 모두

통분 후에 c배 증가하여 bc와 ac가 되고, 분자 d와 분모 c가 모두 통분 후에 a배 증가하여 ad

와 ac가 되므로, 통분 전후에 각 분수의 값은 b
a = bc

ac ,
d
c = ad

ac 로 변치 않음을 뜻한다.34) 곧

齊가 ①은 ‘앞 항 분자와 뒤 항 분자의 균질화’를 뜻하고, ②는 ‘분자와 분모의 비례가 불변함’

을 뜻한다.

방전장 유휘 주와 이순풍 주에 보이는 ‘齊’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용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Table 2이다.

‘齊’의 의미 초점 유휘 이순풍

분자들을 균질화하기 (위의 ①) 10 4
분자를 분모와 같은 비율로 변화시키기 (위의 ②) 2 0

Table 2. Examples of ‘che 齊’ in Liu Hui 劉徽 and Li Chunfung 李淳風’s annotation to Chapter
One pangjeon 方田章 ; 방전장 유휘 주와 이순풍 주에 보이는 ‘齊’의 두 가지 용례

이순풍은 ①의 의미로만 사용하였고, 유휘는 ②의 의미로도 사용하되 그 빈도는 ①에 비해

매우 낮다. 유휘에게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용되던 ②의 용법이 이순풍에게 와서는 배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冪’의 용법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곧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순풍은 사용 빈도가 낮은 용법을 배제함으로써 유휘보다

의미의 외연을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35)

《수리정온》하편 제2권의 분수加法과 減法에서는 ‘齊其分母’라는 말을 수차례 볼 수 있는

데, 이는 유휘와 이순풍의 ‘同其母’, ‘同其羣母’와 같은 뜻의 말이다. 유휘와 이순풍은 ‘齊’와

33) 이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齊’ 앞에 ‘同’을 말하였는데, 이는 통분할 때 분자 분모의 변동이 분모를
일치시키는 [同] 데서 비롯된다는 논리적 순서와 일치한다.

34) ②는 합분술 유휘 주에 언급된 제동술의 성질 “작은 수로 표현한 것은 크게 쪼갠 것이고, 큰 수로 표현한 것은
잘게 쪼갠 것이다. 비록 크게 쪼개고 잘게 쪼갠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 값은 동일하다.[約而言之者 其分麤
繁而言之者 其分細 雖則麤細有殊 然其實一也]”와 통하며, 이같은 제동술의 성질은 또 약분술 유휘 주에 언급된
약분술의 성질 “예컨대 2

4
의 경우, 큰 수로 표현하면 4

8
가 되고, 작은 수로 표현하면 1

2
이 된다. 비록 표현은

다르나 값으로 말하면 같다.[設有四分之二者 繁而言之 亦可爲八分之四 約而言之 則二分之一也 雖則異詞
至于爲數 亦同歸爾]”와 통한다.

35) 이 역시 유휘와 이순풍의 용법을 단순 비교하여 시비를 가릴 문제라기보다, 시대적 변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수학사의 내용을 풍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218 Understanding《Jiuzhang suanshu九章算術》through《Kujang sulhae 九章術解》

‘同’을 엄연히 구분하여 ‘齊’는 분자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同’은 분모에 대해서만 사용한 데

반해,《수리정온》에서는 둘을 혼동하여 사용한 것이다. 남병길은《구장산술》방전장의 분수

연산법에 대해 해설하면서 많은 부분을《수리정온》에서 인용해 왔지만, ‘齊’와 ‘同’을 혼동하

여 사용한 부분은 단 한 차례도 인용하지 않았으며, 합분술의 해설에서는《수리정온》하편 권

2 加法에서 발췌 인용하면서 “此法 用互乘者 本爲齊其分母也”를 “此法 用互乘 以齊其分也”

로 변형시켰다. ‘齊其分母 [분모를 균일화하다]’를 ‘齊其分 [분 (分)수를 균질화하다]’으로

변형한 것이다. 남병길은 ‘齊’와 ‘同’을 구분한 유휘와 이순풍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

수 있는데, ‘齊’에 대해서는 외연을 좁힌 이순풍의 용법에 따라 해설하였다.

〔南秉吉解〕兩分母旣變爲同等 則兩分子亦俱爲同分母之子 故相加也 (합분술)

두 분모가 같아지면 두 분자도 모두 같은 분모에 대한 분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더할 수 있다.

이 해설을 위 ①의 유휘 주 “齊 故可相減也 [균질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뺄 수 있는 것이다]”와

비교해 보면, 남병길은 ‘兩分子亦俱爲同分母之子 [두 분자도 모두 같은 분모에 대한 분자가

된다]’라는 말로 ‘齊’를 풀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①의 ‘균질화 [齊]’는 곧 ‘두 분자를

같은 분모, 곧 공통분모에 대한 분자로 만드는 것 [兩分子俱爲同分母之子]’을 뜻한다. ‘互乘’

의 목적으로서 ‘齊’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정의는 유휘와 이순풍 주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남병길의 이 풀이가 ‘齊’의 ①번 용법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2.4 經分術의 ‘經’과 ‘有分者’, ‘重有分者’

2. 4. 1 ‘經’의 의미

경분술은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계산법이다. 《수리정온》하편 권2에 있는 분수의 加法,

減法, 乘法이 각기《구장산술》의 합분술, 감분술, 승분술에 대응되는 것처럼《구장산술》의

경분술은《수리정온》의 분수 除法에 대응된다.

그런데 ‘經分術’의 ‘經’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서로 엇갈린다. 이순풍이 ‘經’을 ‘곧장

[徑, 直]’으로 풀고, ‘곧장 1명당 몫을 구하는 것 [直求一人之分]’이기 때문에 ‘經分’이라고

했다고 주석을 낸36) 뒤로, 이러한 해석은 李籍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남병길도 이를 따랐다.

合分, 減分, 課分, 平分 등 여타의 분수 연산은 互乘法[齊同術]으로 연산의 각 항을 서로 통분한

다음 본 연산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경분은 통분 단계가 없음을 드러낸 명칭이라는 해석이다.

《구장산술》의 경분술 예제 두 문제의 묻는 말이 모두 “사람마다 얼마를 받겠는가?[人得

36) 이순풍 주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經分者 自合分已下 皆與諸分相齊 此乃直求一人之分 以人數分所分 故曰經
分也 [경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분술 이하는 모두 각 분 (分)수를 여러 분 (分)수들과 균질화시켜 계산한다.
그런데 이 계산법은 1명당 몫을 곧장 구하기 위해, 나눌 물건의 수를 사람 수로 나누기 때문에 경분이라고 한다]”
[[12]의 上冊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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幾何]”임을 볼 때, 이순풍이 경분술의 목적을 ‘1명당 몫 구하기 [求一人之分]’라고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합분 [분수를 합하기]’, ‘감분 [분수를 빼기]’, ‘과분 [분수를 비교하기]’, ‘평분

[분수를 평균내기]’ 등이 모두 ‘서술어+목적어’ 구조이고, 또 이들 명칭에서 ‘分’은 연산의

대상인 ‘분수’를 가리키며, ‘分’ 앞의 말은 해당 계산법의 핵심 과정을 드러낸 말인 데 반해,

이순풍의 주석에 따르면 ‘경분’은 ‘부사+동사’의 구조가 되고 ‘分’은 연산의 대상인 분수가

아니라 연산의 목적인 ‘1명당 몫 구하기’가 되며, ‘分’ 앞의 ‘經’이 경분술의 핵심 과정인 ‘나

눗셈’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여타의 분수 연산법과 다른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 어휘

구조면에서 다른 분수 계산법 명칭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經’의 字音은 ‘jīng’과 ‘jìng’의 두 가지가 있는데, ‘jīng’으로 읽힐 때는 날줄, 남북

으로 향한 도로나 토지, 經度, 常道, 正常, 경계를 정하여 가르다, 다스리다, 지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jìng’으로 읽힐 때는 직경, 小路, 곧장 [直] 등의 의미를 지닌다. 李籍은 ‘經’을 如字37)

라고 했으므로 이에 따르면 ‘經’은 통상적인 발음 ‘jīng’으로 읽힐 때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38)

따라서 字音을 근거로 하더라도 ‘經’의 의미를 ‘곧장 [徑, 直]’으로 보기 어렵다.

郭書春 [[10]의 29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분을 ‘분수를 분할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經’의 의미를《맹자》의 “夫仁政 必自經界始 [仁한 정치는 반드시 田地의 경계를 정하여

구획하는 데서 시작된다]”의 ‘經’과 같은 뜻으로 풀이하였다. ‘經’을 이러한 뜻으로 보면 ‘경분’

은 ‘서술어+목적어’ 구조가 되고 ‘分’은 연산의 대상인 분수가 되며, ‘經’이 경분술의 핵심

과정을 드러낸 말이 되므로 다른 분수 계산법 명칭과 균형을 이룬다.

다만, 경분의 ‘經’이《맹자》에서 든 위 용례의 ‘經’과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인용한《맹자》의 ‘經界’는 ‘토지나 疆域의 경계를 정하여 가른다’는 뜻이

므로, ‘經’은 ‘경계를 지어 가른다 [劃分界限]’, 곧 어떤 구역의 테두리를 정하여 다른 구역과

구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분술의 목적 ‘1명당 몫 구하기 [求一人之分]’는 주어진 분수를

단위 크기에 대한 분량으로 일정하게 속속들이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경분의 ‘經’에는

‘나눈다’는 의미에 더하여 ‘일정하다’는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說文解字》의 ‘經은 베를 짜는 것 [織]이다.’에 대한 徐鉉 (917–992)의 箋에 戴氏伺를 인

용하여 “布帛을 만들 때 반드시 먼저 날줄을 치고 나서 씨줄을 짠다. 이 때문에 ‘經’에 ‘經始

[시작하다]’, ‘經營[건설을 계획하다]’, ‘經常[항상, 일정함]’의 뜻이 생겼다.”라고 하였는데,39)

《莊子》「天道」의 “若晝夜之有經 [낮과 밤의 교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와《禮

記》「禮器」의 “君子之於禮也有直而行也有曲而殺也有經而等也......[군자는 예를 행함에 있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행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을 추슬러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37) 如字는 한 글자에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있을 때 가장 통상적인 발음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뜻이다.
38) 古漢語를 연구하여 先秦, 兩漢 시대의 고적에 주석을 달 때는, 글자의 표면상 뜻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글자에

대해 종종 字音이라는 단서로부터 별개의 글자, 즉 本字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文意를 분명히 파악한다.[34]
39) 徐箋 “戴氏伺曰 凡爲布帛 必先經而後緯 故經始經營經常之義生焉”[15]



220 Understanding《Jiuzhang suanshu九章算術》through《Kujang sulhae 九章術解》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똑같이 행하는 것이 있고......]” 등의 ‘經’이 ‘일정하다’는 뜻으로

쓰인 용례이다.[40] 베를 짤 때 날줄을 먼저 쳐서 씨줄을 치는 바탕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經’에 이와 같은 ‘일정함’이라는 의미가 파생되고 이것이 더 발전하여 ‘法 [준칙, 기준]’의

의미까지 파생되는데, ‘經分’의 ‘經 [일정하게 분할한다]’에는 이와 같은 ‘일정하다’는 의미와

‘나눈다’는 의미가 함께 녹아 있다.

종합하면, 경분은 분수의 나눗셈이고, 이때 ‘經’은 의미로 보나 音韻으로 보나 ‘날줄, 간격이

일정하게 날줄을 치다, 주어진 분수를 단위 크기에 대한 분량으로 속속들이 일정하게 분할하다’

의 뜻으로 파악된다.40)

2. 4. 2 ‘有分者’, ‘重有分者’

〔九章術〕經分術：以人數爲法錢數爲實實如法而一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

경분술：사람 수를 나눗수로 삼고 전 (錢)수를 나뉨수로 삼아 나뉨수를 나눗수만큼

씩 덜어내면서 1씩 놓는다. 분 (分)이 있는 경우는 통 (通)하고, 거듭 분 (分)이 있는

경우는 동 (同)하여 통 (通)한다.

위는 경분술의 술문인데, 밑줄 친 부분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직역해 둔 것이다. 이 중 ‘有分者 通之’에 대한 유휘 주는 다음과 같다.41)

〔劉徽注〕母互乘子知齊其子母相乘者 同其母 以母通之者 分母乘全內子乘 散全

則爲積分 積分則與分子相通之 故可令相從......有分則可散......故散分者 必令兩

分母相乘法實也

①각 분모를 다른 분수의 분자에 서로 곱하는 것은 분자를 균질화하는 것이고,

분모끼리 서로 곱하는 것은 분모를 균일화하는 것이며, ②분모로 통 (通)한다는

것은 <대분수의> 분모를 정수 부분에 곱하여 분자에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곱하여 정수 부분을 <분모 배수만큼> 확대하면 분 (分)수의 누적이 되는데, 분

(分)수가 누적된 것은 분자와 서로 通하므로 서로 더할 수 있다......<정수와 함께>

40) 粟米章 ‘經率術’의 ‘經’도 마찬가지이다.
41) 유휘 주는 함축적 표현이 많아 보충역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위 번역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보충역을 충분히 가하되 보충역 부분은 ‘< >’로 묶어 구분한 것이다. ③의 바로 앞에는 본디 “分重疊則約也
等除法實 相與率也 [분수<의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수>가 거듭 겹쳐 있으면 약분한다. 같은 수로 나눗수와
나뉨수를 나누면 <나눗수와 나뉨수가> 서로 <일정한> 비율이 유지된다.]”라는 말이 더 있는데, 이는 분자와
분모에 공약수가 있을 경우 최대공약수 [等數]로 분자와 분모를 공히 나누어 약분함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논점과 큰 상관이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分重疊’을 ‘분자와 분모에 공약수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約分術의 다음과 같은 유휘 주가 뒷받침한다. “其所以相減者 皆等數之重疊 [분자와 분모를 서로
뺀 수는 모두 ‘마지막에 남은 같은 수 [等數 ; 최대공약수]’가 중첩된 수이다]” 更相減損法으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자와 분모를 번갈아 서로 뺄 때 그 빼내지는 수들은 모두 마지막에 남는 최대공약수의
배수라는 말을 ‘等數之重疊’으로 표현한 것인데, 경분술 유휘 주의 ‘分重疊則約也’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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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가 있으면 <정수 부분에 분모를 곱하여 분모 배수만큼> 확대<한 다음 분자에

합하여 하나의 가분수로 만들>고......③그러므로 <이미 대분수의 정수 부분에

분모를 곱하여 정수 부분이 분모 배수만큼> 확대되<고 나서 분자에 합해졌으면>

반드시 <나눗수와 나뉨수의> 두 분모를 나눗수와 나뉨수에 서로 곱한다.

① 이하는 둘 이상의 분수가 있을 때 통분하는 과정을 말한 것이고 ② 이하는 ‘분모로 通한다’

라는 말의 의미 (대분수의 정수 부분에 분모를 곱하는 것)와 그 필요성 (분자에 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말한 것이며, ③ 이하는 가분수로 변환된 뒤에 비로소 분수의 나눗셈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술문의 ‘有分者 通之’에 대한 설명은 ② 이하의 부분에 해당한다. 또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유휘 주는 다음과 같다.

〔劉徽注〕又以法分母乗實 實分母乗法 此謂法實俱有分 故令分母各乗全分內子

又令分母互乗上下

④또 나눗수의 분모를 나뉨수에 곱하고 나뉨수의 분모를 나눗수에 곱한다. ⑤이는

나눗수와 나뉨수에 모두 분수가 있기 때문에 <나눗수와 나뉨수의> 분모를 각기

<나눗수와 나뉨수의> 정수 부분에 곱하여 분자에 합함을 말한다. ⑥또 <나눗수와

나뉨수의> 분모를 위아래<에 있는 나뉨수와 나눗수>에 교차하여 곱한다.

④ 이하와 ⑥ 이하는 위의 ③ 이하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고,

⑤ 이하가 술문의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설명이다.

위 두 단락의 핵심 부분은 ②와 ⑤이고 핵심 어구는 밑줄친 ‘分母乘全內子’와 ‘令分母各乗全

分內子’이다. ‘乘全(分)內子 [대분수의 분모를 정수 부분에 곱하여 분자에 합함]’는 ‘通分內子

[대분수의 정수 부분에 분모를 곱하여 분자에 합함]’와 같은 말로, ‘대분수의 분모×정수 부분’

을 ‘분모를 정수에 곱한다 [乘全]’라고 표현하는가 아니면 ‘정수에 분모를 곱한다 [通分]’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通分內子’는 중국 고대의 산학서에 용례가 흔하고,

‘乘全 (分)內子’는《구장산술》에 3차례,《張邱建算經》에 1차례 보인다. 뒤에는 ‘通全內子’

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42)

유휘는 ‘有分者 通之’와 ‘重有分者 同而通之’를 모두 분수의 나눗셈을 행하기에 앞서 나뉨

수와 나눗수에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해설한 것인데, 전자는 나뉨수와

나눗수 중 한 쪽에만 대분수가 있는 경우로, 후자는 양쪽 모두에 대분수가 있는 경우로 파악하

였다.《구장산술》경분술의 첫째 예제 8 1
3 ÷ 7은 전자에 해당하고, 둘째 예제 6 1

3
3
4 ÷ 31

3 은

후자에 해당한다.

《구장산술》술문에서 ‘有分者 通之’가 이곳 외에 또 4군데가 보이는데, 그 중 少廣章 開

方術과 開立方術의 ‘若實有分者 通分內子 爲定實 [나뉨수에 분수가 있는 경우는 정수 부분에

42) ‘乘全 (分)內子’, ‘通分內子’, ‘通全內子’의 ‘內’는 ‘납’으로 읽는다. ‘納 [들일 납]’의 古字로 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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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를 곱하여 분자에 합해서 정실 (定實)로 삼는다]’은 모두 여기에서처럼 ‘대분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 것이다. 유휘의 해설을 정리한 것이 Table 3이다.

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

대상 a
c

b
÷ d a

c

b
÷ d

f

e

과정 a
c

b
=

(a× b) + c

b
a
c

b
÷ d

f

e
=

(a× b) + c

b
÷ (d× e) + f

e

예제 경분술의 첫째 예제 8
1

3
÷ 7 경분술의 둘째 예제 6

1

3

3

4
÷ 3

1

3

유휘주
以母通之者�分母乘全內子 乘 散全
則爲積分 積分則與分子相通之

故可令相從
此謂法實俱有分 故令分母各乗全分內子

유사
용례

• 少廣章 開方術 “若實有分者 通分內子
爲定實” • 少廣章 開立方術 “若積有分者

通分內子 爲定實”

Table 3. ‘yubunja tongji 有分者 通之’ and ‘chungyubunja tong eetongji 重有分者 同而通之’ in
accordance with Liu Hui 劉徽’s annotation ; 유휘 주에 따른 ‘有分者 通之’와 ‘重有分者 同而通之’

그런데 유휘의 해석에는 ‘重有分者 同而通之’의 ‘同’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同’은 분수의 통분법 ‘齊同術’의 ‘同’으로, 두 분모를 서로 곱하여 균일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

고, ‘同而通之’는 분모끼리 서로 곱하여 균일하게 만듦으로써 두 분수를 상호 연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夏侯陽算經》상권 ‘明乘除法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설명]’에 계산은

간결한 것이 좋다고 하고, 간결한 계산을 위한 방법을 나열했는데,43) 그 중 처음 두 가지가

‘有分者 通之 分不均者 同之’이다. ‘有分者 通之’는 대분수가 있는 경우 가분수로 만드는

것이고, ‘分不均者同之’는 분모가 균일하지 않은 분수들이 있는 경우 분모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곳의 ‘重有分者 同而通之’를《하후양산경》의 ‘分不均者 同之’로 이해한다면 ‘同’의

의미가 누락된 유휘 주를 보완할 수 있으며, 경분술의 둘째 예제 6 1
3
3
4 ÷3 1

3 와도 부합하게 된다.

61
3
3
4 ÷3 1

3 에서 유휘는 나뉨수와 나눗수에 모두 대분수가 있다는 측면에 주목했으나, 나뉨수에

있는 1
3
3
4 에 주목한다면 ‘分不均者 同之’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남병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重有分者 同而通之’의 ‘重有分’을 b
a
d
c 와 같이 분모가

다른 분수가 겹쳐 있는 경우로 해석하였다.44) 이에 따라 그는 술문의 이 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수리정온》‘除法’의 ‘大零分下 又帶小零分 [크게 쪼갠 분수 뒤에 잘게 쪼갠 분수가 있는

43) “夫算之法 約省爲善 有分者通之 分不均者同之 位髙者下之 可約者約之 耦則半之 五則倍而折之 一三七九商用
所宜 於此不得 乃爲之命分”[3]

44) 남병길은 ‘有分者 通之’에 대해《수리정온》하편 권2 ‘除法’ 중 ‘대분수÷정수’와 ‘대분수÷대분수’의 경우를
인용하여 해설했는데, 경분술의 첫째 예제에 부합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유휘 주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Kang Min Jeong 223

경우]’를 인용했다.45) 이는 예컨대 ‘ 78 丈 그리고 그 1分에 대한 1
5 ’과 같은 경우를 말한 것인데,

여기서 1
5 은 1

8 에 대한 1
5 이므로 실은 1

8×5 이다. 따라서 통분하고 합산하여 하나의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과 결과는 7
8

1
8×5 = 7×5

8×5 + 1
8×5 = 36

40 이 된다. 그런데 경분술 둘째 예제의 1
3
3
4

을 통분하고 합산하여 하나의 분수로 나타낸 과정과 결과는 1
3
3
4 = 1×4

3×4 + 3×3
4×3 = 13

12 으로,

남병길의 해설과 완전히 다르다. 경분술 둘째 예제와 남병길의 해설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Table 4이다.

경분술의 둘째 예제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해《수리정온》

을 인용한 남병길 해

重有分
의 의미

분모가 작은 분수 뒤에 분모가 큰 분수가
나란히 있음

어떤 분수 뒤에 그 분수의 단위분수를
다시 쪼갠 분수가 또 있음

重有分
의 예시

1

3

3

4

7

8
丈 그리고 그 1分에 대한

1

5

특징 뒤 분모가 반드시 앞 분모보다 큼 앞뒤 분모의 크기는 상관없음

통분과
합산
방법

1

3

3

4
=

1× 4

3× 4
+

3× 3

4× 4
=

13

12

7

8

1

8× 5
=

7× 5

8× 5
+

1

8× 5
=

36

40

예제 경분술의 둘째 예제 6
1

3

3

4
÷ 3

1

3
《구장산술》경분술에 해당 예제 없음

Table 4. Comparison of the second problem in kyeongbunsul 經分術 (the method of dividing
fraction) and Nam Pyong-Gil 南秉吉’s commentary on ‘chungyubunja tong eetongji 重有分者
同而通之’; 경분술의 둘째 예제와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남병길의 해설 비교

Table 4에서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남병길의 해설을《구장산술》경분

술의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남병길은 유휘 주의

한계를 인식하여《수리정온》의 분수 除法중 가장 유사한 산법을 찾아 인용함으로써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양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을 가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다시 남기고

말았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重有分者 同而通之’를 경분술의 둘째 예제와 연관시켜 봄으로써

유휘 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 시도는 긍정적이며, 경분술 술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46)

45) “大零分下 又帶小零分 相除者 以實小分母通實之大分母及大分子 內小分子 得幾分母之幾分子 爲實 以法小分母
通法之大分母及大分子 內小分子 得幾分母之幾分子 爲法 然後 用互乘代除法 以實幾分母乘法幾分子 爲除出分母
以法幾分母乘實幾分子 爲除出分子 乃以除出分母除除出分子 得所求數也”[33]

46) 남병길의 해설을 통하지 않고 “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를 풀이한 예로 郭書春 [[10]의 29–30면]의
해설을 들 수 있다. 그는 ‘有分者 通之’를 나뉨수 또는 나눗수에 분수가 있는 경우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a

b
÷d

와 같은 경우에 정수 d를 분모 b로 통분하여 bd
b

로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有分者 通之’가 이같은
의미를 지닌 예를《구장산술》盈不足章 盈不足術과 兩盈兩不足術 술문의 ‘有分者 通之’에서 볼 수 있기는
하나, 경분술 예제와 유휘 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重有分者
同而通之’를 나뉨수와 나눗수가 모두 분수인 경우에 두 분수를 통분한다는 뜻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경분술,
곧 분수의 나눗셈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으로 지적하여 단서 조항으로
달기에는 적절치 않다. 뿐만 아니라 경분술 예제 중에 이 점을 부각시킨 문제가 없다. 곽서춘의 풀이를 정리한
것이 Table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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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

대상
a

b
÷ d

a

b
÷ c

d

과정 d =
bd

b

a

b
÷ c

d
=

ad

bd
÷ cb

bd

예제 해당 없음 경분술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됨

유휘 주 해당 없음 위 인용문의 ③ 이하, ④ 이하, ⑥ 이하

Table 5. Guo, Shuchun 郭書春’s commentary on ‘yubunja tongji chungyubunja tong eetongji
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 ‘有分者 通之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郭書春의 풀이

2.5 ‘實如法而一’

‘實如法而一’은 산대셈에서 나눗셈을 뜻하는 말이다. 산대를 이용한 나눗셈의 몫은 본디

‘같은 수를 몇 번 덜어내는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눗셈의 몫 구하기를 이와 같이 표현한다.

그런데 ‘나눗셈’이라는 大意를 알더라도 그 구체적인 의미와 방법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合分術 남병길 해의 “如共子數滿共母數則歸一爲整數[분자의 합이 공통분모에 차면 1로 돌려

정수로 만든다]”와 “減去母數 爲一整數 [분모만큼씩 덜어내면서 정수 1씩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통하면 명료하게 이해된다. ‘實如法而一’은 곧 “實을 法만큼씩 덜어내면서 1씩 놓는다”

라는 말로, 이렇게 1씩 놓인 산대의 수효가 곧 ‘實을 法만큼씩 덜어낸 횟수’이자 ‘實 나누기

法의 몫’이 되는 것이다.

조선후기 裵相說 (1760–1789)은 이러한 산대 나눗셈 방법을 ‘而一’로 용어화하고 異稱으로

‘累減[거듭 빼기]’을 들었으며, 940을 4로 나누는 예를 들어 거듭 빼어 몫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서술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6]의 306–307면]

 

������ � 	 
#�" �#2.6 邪田術의 ‘兩邪’

邪田[직각사다리꼴]의 면적 계산법 “幷兩邪而半之以乘正從若廣[길이가 다른 두 평행 변의

길이를 합하고 절반을 취하여 높이 또는 폭에 곱한다]”의 ‘兩邪’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李繼閔 [[22]의 163면]은 ‘邪’를 斜邊으로 해석하였다. Figure 4에서 사변인 丑寅 자체를

‘邪’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①邪田에는 ‘邪’가 하나뿐이므로 ‘兩邪’는 어폐가 있음

② ‘邪’의 이체자 ‘衺’가 ‘袤’와 자형이 비슷함 ③뒤의 ‘正從若廣’과 호응되려면 너비 [廣]도

언급되어야 함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兩邪’를 ‘兩廣若袤’로 교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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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ajeonsul 邪田術 (the method of trapezium field whith a perpendicular side); 邪田術

곽서춘[[10]의 37면]도 ‘邪’를 斜邊으로 해석하되 ‘兩邪’를 ‘斜邊을 낀 두 변’으로 풀이하고,

논리적 결함의 원인을 古 漢語의 修辭 방식으로 돌렸다.

남병길은 ‘邪’를 사변 위의 어떤 점이 직각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이해했다. 직각사

다리꼴의 평행한 두 변은 모두, Figure 4와 같이 평행한 두 변이 수평 방향으로 놓였을 경우

한쪽 끝은 수직변 (子卯)과 직각을 이루고 다른 한쪽 끝은 사변 (丑寅)과 만나는데, 수직변

子卯로부터 사변 丑寅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邪’로 칭했다는 것이다. 子丑, 未巳, 卯寅의

오른쪽 끝들이 서로 가지런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邪 [기울어진 것 ;

끝들이 가지런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것]’라고 칭한 것인데, 윗변 子丑과 아래변 卯寅은

사변 위의 점 丑과 寅이 각기 수직변 子卯로부터 떨어진 거리이며, 이 두 개의 ‘邪’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兩邪’47)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남병길의 이러한 이해는, 그가 직각사다리꼴의 평행한 두 변의 평균을 ‘中平之邪’라고

칭한 데서 알 수 있다. 방전장 圭田術에서 남병길은 삼각형의 너비의 평균48)을 ‘中平之廣’

이라고 했다. ‘中平’은 평균을 뜻한다. 규전술에서 ‘中平之廣’이 ‘평균의 너비’라는 말임은

분명하므로, 그에 비추어 이곳의 ‘中平之邪’를 해석하면 ‘평균의 邪’가 된다. 이는 Figure 4

에서 未巳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림에서 사변 위의 점 巳가 수직변 子卯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丑과 寅이 각기 수직변 子卯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균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병길의 해석에 따르면 邪田術의 원문 ‘兩邪’의 의미가 명료하고 문맥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논리적 결함이나 교감을 운위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이상에서《구장술해》를 역주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게 된《구장산술》또는《구장산술주》

의 용어와 어구 이해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方田章 전반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남병길의

47) ‘문제에 주어진’은 술문의 文面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 >’로 묶었다.
48) 삼각형의 밑변의 절반을, 윗변 0과 밑변의 평균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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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는 유휘, 이순풍, 대진,《수리정온》등 서로 다른 시대의 주석과 산학 지식을 바탕으로 취사

선택하여《구장산술》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남병길 해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개념과 발상이 공존하는데, 바로 이 점이《구장산술》과 이전의 주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구장산술》의 문제 대부분은 서두에 ‘今有’ 2자가 있는데, 이는 전통 산학서의 전형이

되었다. 현대 수학의 문제 제시법에 익숙한 독자들은 현대 수학 문제의 서술 체제에 맞추어

이를 ‘만약......가 있다면’으로 읽기 쉽지만, ‘지금......가 있다’로 읽는 것이 옳다. ‘今有 A 今有

B 問 C’의 형태에서 앞의 ‘今有’는 문제를 내는 현실적인 조건을 이끄는 말이고 뒤의 ‘今有’

는 문제를 내기 위한 가정 조건을 이끄는 말인데, 문제 대부분의 서두에 있는 ‘今有’는 앞의

‘今有’에 해당한다. 남병길은《구장산술》을 해설하면서《수리정온》의 문구와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도 문제 서두의 ‘設如’는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문제 서두의

‘今有’를 ‘設如’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서구 수학과 달리 현실 생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具象적으로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전통 산학의 특징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方田術의 ‘積’과 ‘冪’의 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순풍이 유휘 주를 오류로 지적한 바

있다. 이순풍의 주장은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낼 때 ‘弦冪’, ‘方5步’와 같이 한 변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과, ‘25보2’와 같이 단위면적 1보2의 총수로 나타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을 혼동하여 ‘25보2’를 ‘25冪’ 또는 ‘方25步’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전장에서

유휘와 이순풍의 ‘冪’자 사용 용례를 분석한 결과, 이순풍은 유휘에 비해 ‘冪’자 사용의 유형이

단순하고 빈도 또한 매우 낮았으며 유휘의 사용 유형 중 빈도가 낮은 유형이 이순풍에게서는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순풍이 지적한 유휘의 ‘오류’는 실은 오류라기보다 시대적

변화를 겪은 뒤에 후대의 관점으로 선대를 재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병길은 이순풍의

구분을 계승하되 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방법을 ‘가로 15보, 세로 16보를 서로 곱한 사각형

의 면적 [廣十五步從十六步相乘之方面積]’과 같이 ‘변으로 헤아리는’ 것과 (15보 × 16보 =)

‘240보2’와 같이 ‘積으로 표현하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는 冪과 積에 대한 이순풍의

구분에 대해 ‘冪은 형태를 가지고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積은 그 속에 포함된 단위면적의

수량을 가지고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白尙恕의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남병길은 冪과

積에 대한 이순풍의 구분과 정의를 이해한 바탕 위에, 정사각형에 한정되었던 표현 방법을

직사각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齊同術의 ‘齊’는 유휘가 ‘각 항의 분모를 다른 항의 분자에 서로 곱하는 것을 齊라 한다.[母

互乘子謂之齊]’라고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母互乘子’가 곧 ‘齊’는 아니다. ‘互乘’은 ‘齊’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齊’는 ‘互乘’의 목적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互乘’의 목적으로서

‘齊’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유휘는 ‘분자들을 균일한 분모에 대한 수치로 균질화하기’와 ‘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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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와 같은 비율로 변화시키기’의 두 가지로 사용한 데 비해 이순풍은 전자로만 사용하였다.

이순풍은 유휘의 용법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미의 외연을 좁힌 것이다.

《수리정온》하편 제2권의 분수加法과 減法에는 ‘齊’와 ‘用’이 혼동되어 사용되었는데, 남병

길은 ‘齊’와 ‘同’을 엄연히 구분한 유휘와 이순풍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수리정온》의

혼동된 문구를 배제하였고, ‘齊’에 대해서는 외연을 좁힌 이순풍의 용법에 따르되《수리정온》

의 표현을 빌어 ‘兩分子亦俱爲同分母之子 [두 분자도 모두, 같은 분모에 대한 분자가 된다]’

라고 해설하였다. ‘互乘’의 목적으로서 ‘齊’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정의가 유휘와 이순풍

주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병길의 이 풀이는 유휘와 이순풍이 공히 사용한 ‘齊’의

용법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冪’과 ‘齊’에 대한 유휘와 이순풍의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논쟁에 끼어들어 시비

를 가리거나 두 사람의 수학적 수준을 가르는 증거로 삼기보다 시대별 용법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여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할 때 수학사의 내용을 풍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經分術 명칭의 ‘經’에 대해 이순풍이 ‘곧장 [徑, 直]’으로 풀고, ‘곧장 1명당 몫을 구하는 것

[直求一人之分]’이기 때문에 ‘經分’이라고 했다고 주석을 낸 뒤로, 이러한 해석은 李籍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남병길도 이를 따랐다. 다른 분수 연산과 달리 통분 과정이 없다는 뜻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예제와 이순풍의 언급으로 볼 때 경분술의 목적은 ‘1명당 몫 구하기’이므로

‘經’은 ‘날줄, 간격이 일정하게 날줄을 치다, 주어진 분수를 단위 크기에 대한 분량으로 일정하게

속속들이 분할하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분술 술문의 ‘有分者通之’와 ‘重有分者 同而通之’에 대한 유휘의 주는, 전자를 a c
b ÷ d

와 같이 나뉨수와 나눗수 중 하나에 대분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 ‘a c
b = (a×b)+c

b ’으로

설명하고, 후자를 a c
b ÷ d f

e 와 같이 나뉨수와 나눗수 모두에 대분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

‘a c
b ÷ d f

e = (a×b)+c
b ÷ (d×e)+f

e ’으로 설명했는데, 전자는 문구와 예제에 모두 부합하나

후자는 문구의 ‘同’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夏侯陽算經》상권 ‘明乘除法 [곱

셈과 나눗셈에 대한 설명]’에 제시된 간결한 계산을 위한 방법 중 ‘有分者通之 分不均者同之’

를《구장산술》경분술의 ‘有分者通之 重有分者同而通之’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同’을

누락한 유휘 주를 보완할 수 있고, 경분술의 둘째 예제 6 1
3
3
4÷3 1

3 와도 부합하게 된다. ‘分不均者

[분모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1
3
3
4 에 부합하고 ‘同之’는 이를 통분하여 분모를 균일하게 하는

과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남병길은 이 점에 주목하여 ‘重有分者 同而通之’의 ‘重有分’을

b
a
d
c 와 같이 분모가 다른 분수가 겹쳐 있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유휘 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 인용한《수리정온》의 분수 除法 유형이 경분술 둘째 예제와

불일치하는 한계를 남기고 말았으나, 경분술 술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하나의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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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셈에서 나눗셈을 뜻하는 ‘實如法而一’은, 산대를 이용한 나눗셈의 몫이 본디 ‘같은 수를

몇 번 덜어내는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대셈에서 나누기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나눗

셈’이라는 大意를 알더라도 그 구체적인 의미와 방법에 접근하여 현대어로 정확히 옮기기는

쉽지 않은데, 合分術 남병길 해의 ‘減去母數 爲一整數 [분모만큼씩 덜어내면서 정수 1씩으로

만든다]’ 등의 해설을 통해 ‘實을 法만큼씩 덜어내면서 1씩 놓는다’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邪田術의 ‘兩邪’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한데, 남병길의 ‘中平之邪[평균의

邪]’라는 말을 통해 ‘邪’가 직각사다리꼴 斜邊 위의 임의의 점과 그 對邊을 이은 수선을 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선들의 사변 쪽 끝들이 가지런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邪 [기울어진 것 ; 끝들이 가지런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것]’라고 칭한 것인데,

문제에 두 개의 ‘邪’ 곧 윗변과 아랫변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兩邪’라고 칭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구장술해》는《구장산술》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에 훌륭

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산법의 추상적 이론화, 어구 풀이, 교감 사항 제시, 도해, 상세한

계산 절차 제시 등《구장산술》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 劉徽 (삼국 魏), 李淳風 (唐), 李籍 (唐),

賈憲 (北宋), 楊輝 (南宋), 戴震 (淸), 李潢 (淸) 등의 주석49)들이 각기 중점을 둔 곳이 다르고, 이

때문에《구장산술》을 이해하는 데에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병길의 解 역시

《구장산술》의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구장술해》의 수학사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위와 같은 세부적인 고찰을《구장술해》각 장에 걸쳐

전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구장술해》에 대한 국내의 연구50)는《구장술해》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면서

도 실제로는《구장술해》가 아닌《구장산술》에 대한 고찰에 그치거나《구장산술》의 이전

주석 및《수리정온》과 면밀한 대조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구장술해》의 특징과 위상을

밝혀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는 대만과 중국의 연구51)가 교감표 제시, 저본 확정, 남병길

해의 특징과 단점, 남병길의 편찬 동기 추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피상적인 고찰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국내의 연구가 피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구장술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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