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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ublishing and Transmission of
Mathematics Books Using Traditional Korean Book

List and the Catalogues of Woodblocks 1
—Focusing on mathematics textbooks of national mathematical examinations

算學取才 in the first half of Joseon Dynasty—

전근대시기 한국의 책판목록(冊板目錄)과 도서목록을 통한 산학서

(算學書)의 간행과 유전(流傳) 고찰 1

—조선전기 산학취재(算學取才) 교과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Kang Min-Jeong 강민정

We considered the context of the publications and transmissions of mathematics
books using the Korean traditional book lists and the catalogues of woodblocks
in the Joseon Dynasty and DaeHan大韓 Empire period. Among the results, this
paper first describes the context of the publication and transmission of mathemat-
ics textbooks of national math exams算學取才 in the first half of Joseon, adding
a step more specific to the facts known so far. In 1430, 『YangHui SanFa楊輝算法』,
『XiangMing SuanFa詳明算法』, 『SuanXue QiMeng算學啓蒙』, 『DiSuan地算』, 『WuCao
SuanJing五曹算經』 were selected as the textbooks of national math exams算學取才.
『YangHui SanFa』, 『XiangMing SuanFa』, 『DiSuan』 were included in the catalogues
of woodblocks in the Joseon Dynasty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we
could see that Gyeongju慶州, Chuncheon春川, and Wonju原州 were the printing
centers of these books. Through other lists, literature records and real text books, it
came out into the open that 『XiangMing SuanFa』 was published as movable print
books three times at least, 『SuanXue QiMeng』 four times at least in the first half of
Joseon Dynasty. And 『XiangMing SuanFa』 was published at about 100 years later
than 『YangHui SanFa楊輝算法』 as xylographic books, 『SuanXue QiMeng』was pub-
lished twice as xylographic books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Dynasty. Whether
or not the list of royal books included the Korean or Chinese versions of these
books, and additional notation in that shows how the royal estimation of these
book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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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수학사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현존하는 산학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수학사 연구가 대부분 현존 산학서의 수학적, 서지적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해 온 것 [11, 12]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의 산학서들이

있다. 그 중 일부는 사인(私人)간에 주고받은 편지나 도서목록, 국가의 법전이나 역사서 등

각종 문헌에 흔적을 남겼다. 실물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과거 어느 시대에 어떤 산학서가 존재했는지 적어도 그 서명 (書名)만이라도

알 수 있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을 담고 있는 문헌의 내용과 성격이 산학서의 간행,

유전,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전근대시기 한국의 도서목록과

책판목록에 나타난 산학서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책판목록과 도서목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6, 22,

21, 24, 25], 산학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고사촬요 (攷事撮要)의 책

판목록 (冊板目錄) 연구 (硏究)』(1983)는 조선전기 산학취재용 5서 중 하나인 『지산』을 자

부 (子部) 천문산법류 (天文算法類)가 아닌 사부 (史部) 정서류 (政書類)로 분류하는 오류를

반복하기도 하였다.1) 한편조선시대의산학서간행에대한연구도없지않았으나 [20, 28, 29]

모두전존본(傳存本)위주의연구였다. 수학사분야에서는전근대시기책판목록과도서목록에

대한이해가부족하고,서지학분야에서는수학사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두분야를융합한

연구는사실상방치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이글은융합적시각으로전근대시기도서목록과

책판및간본(刊本)목록을검토하여한국수학사가한층더촘촘히쓰여지는데에일조하고자

한다.

2 검토대상문헌

우선대한제국시기까지한국역대의문물제도를체계적으로총정리한 『증보문헌비고 (增

補文獻備考)』를 검토하여한국수학의시대적변천을살펴보고,현존하는전근대시기의각종

도서목록과책판및간본목록을검토하였다. 도서목록은해당산학서가당대에어디에얼마나

소장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정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산학서를 어느 시기에

누가얼마나이용했는지를추정할수있게해준다. 책판기록은해당산학서가언제어디에서

1) [6, pp. 146∼151, p. 163, p. 174]. 이러한분류의오류는이책의수정증보판인 [7, p. 219, p. 252]에도그대로
인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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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각되었는지를알려준다. 책판은대량인쇄가목적이므로해당산학서의사회적활용도와도

관련된다.

2.1 『증보문헌비고』

갑오개혁 (1894)과 대한제국 수립 (1897) 후에 고종 (高宗) 황제는 우리나라 역대의 문물

제도를 정리하도록 칙명을 내렸다.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1770

년, 영조46)와 『증정동국문헌비고 (增訂東國文獻備考)』(1782∼1797, 정조6∼정조21)를 근

간으로갑오개혁이후바뀐문물제도까지정리한책으로,총 16고 (考)로구성되어있다. 『증

보문헌비고』가 완성 (1908)되고 불과 2년 뒤에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었으므로, 이 책은

전근대시기 한국의 문물제도를 체계적으로 총정리한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 (選擧考), 학교고 (學校考), 직관고 (職官考), 예문고 (藝文考)

에나타난각시대의산학서와산학관련제도를고찰하여고려와조선에서산학교육과산학

인재선발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살펴보고그결과를 ‘제3장 『증보문헌비고』를 중심으로

살펴본 고려와 조선에서의 산학’에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 목록 검토 결과를 해석할 때 각

시대별算學의사회적위상을고려하기위함이다.

2.2 고려,조선,대한제국의도서목록

고려는 국가에서 많은 도서를 수장 (收藏), 관리하였다. 숙종 6년 (1101)에는 많이 쌓여 파

손된비서성(祕書省)의문적판본(文籍板本)들을국자감의서적포(書籍鋪)로옮겨보관하게

하였고, 숙종 7년에는 유수 (留守)의 창고 안에 있는 서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올리도록 하였

다. 충렬왕 16년 (1290)에는 합단 (哈丹)의 난을 피해 국사 (國史)와 보문각 (寶文閣) 비서시

(祕書寺)의 문적을 강화로 옮겼다. 12세기 초 고려의 도서 규모는 송나라 장단의 (張端義)

의 『귀이집(貴耳集)』에 전하는 “선화연간(宣和年間 1119∼1125)에고려에사신으로다녀온

사람이있는데,고려에는……선진 (先秦)부터진 (晉),당 (唐),수 (隋),양 (梁)에이르기까지의

서적이……몇천가(家)몇천집(集)이되는지알수없다고한다.”라는말에서그일단을볼수

있다. 수천종(種)의서적을소장,관리하려면도서목록이필요하다. 숙종 7년에서적을검토

하도록한일은,만약기존의도서목록이있었다면유수의창고안에실제로존재하는도서를

기존의 도서목록과 대조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때 도서목록을 새로 작성하여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려의 도서목록은 불경목록뿐이고, 그밖의 도서목록은

조선과대한제국시기의것들만이전해진다.

이글에서 검토한 도서목록은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도서 해제 문헌 목록으로 일컬어지는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1638)부터일제강점 3년후의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李王

家圖書室藏書目錄)』(1914)까지 총 52종이다. 일제강점 직후에 한국의 도서를 총 목록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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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도서목록(朝鮮總督府圖書目錄)』(1911)의 ‘수학(數學)’조는일본의영향이강한

근대식수학교과서로채워져있으므로제외하였다. 52종가운데 20종은중국장백위(張伯偉)

의 『조선시대서목총간 (朝鮮時代書目叢刊)』(2004)을 활용하여 검색하였고, 나머지 32종은

서책본 또는 소장도서관의 원문열람 기능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중 31종 〈부록1〉에서

산학서를발견할수있었다.

2.3 책판및간본목록

전근대시기한국의도서목록에서당판 (唐板)곧중국본과조판 (朝板)곧한국본의구분은

저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간행지 (刊行地)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산학계몽』의 저자는 원 (元)

나라의 주세걸 (朱世傑)이지만 조선의 전주에서 중간 (重刊)하여 인쇄한 책은 한국본으로 분

류된다. 조선의책판목록에실린중국책들이이에해당한다. 도서의대량인출은많은사람이

동일한본에의해공통된지식을구축하는기반이되므로책판의존재는해당도서가광범하게

활용되었음을보여준다. 다른한편도서의판각에는막대한경비가소요되고책판이장기간

보존되므로해당도서에상징적인권위를부여해주기도한다. 책판목록은조선시대도서목록

의큰특징중하나이다 [26, p. 365].

이글에서조선시대의책판목록은주로 1979년정형우(鄭亨愚)·윤병태(尹炳泰)가정리한

『한국책판목록총람 (韓國冊板目錄總覽)』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상황을알려주는 『고사촬요 (攷事撮要)』(1568)부터일제강점직후의 『조선고서목록 (朝

鮮古書目錄)』(1911)에이르기까지책판목록 21종,서지(書誌) 12종,지지(地誌) 107종등 140

종의문헌에나타난책판또는간본기록을종합정리한것으로,총 4,220종의책판에대해그

출현하는문헌명과기재사항을일목요연하게밝혀주었다. 여기에서앞의제2절과중복되는

『군서표기』 1종 및 불경목록 2종을 빼고, 중국 장백위의 『조선시대서목총간』(2004) 중 책판

목록에해당하는 6종가운데한국『책판목록총람』과중복되지않는 2종을포함하면모두 139

종이다. 이중 14종 〈부록2〉에서산학서를발견할수있었다.

3 『증보문헌비고』를중심으로살펴본고려와조선에서의산학

산학제도는선발,교육,직제로대별된다.2) 고려는정식과거를통해산학전문가를선발하

였다. 광종 (光宗) 9년 (A. D. 958)과거제도를처음실시할때는잡업 (雜業)중에의업 (醫業)

과복업(卜業)만거론되었지만,목종(穆宗)원년(A.D.998)정월의과거에서명산업(明算業)

으로 4명이 급제하고 같은 해 3월의 과거에서 명산업으로 11명이 급제하였다. 문종 10년

(1056) 8월에는과거준비생들이정본 (定本)으로공부할수있도록서경 (西京평양)의학원

2) 선발은 『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 (選擧考), 교육은 학교고 (學校考), 직제는 직관고 (職官考)에서 볼 수 있다.
본장에서 『증보문헌비고』를 근거로 한 서술에는 정보의 출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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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院)들에경서(經書)와사서(史書)를인쇄하여내려주면서산학서도포함시켰고,문종 30년

(1076) 12월에는제술업(製述業),명경업(明經業)급제자와마찬가지로명산업급제자에게도

첫해에토지를 갑과 (甲科)에게는 20결 (結), 그나머지에게는 17결을 지급하도록 하여둘째

해에 토지를 지급하는 하론업 (何論業) 급제자 및 4년 뒤에 토지를 지급하는 기타 수품잡사

(手品雜事)급제자보다우대하였다.3)

조선의과거제에서는잡학중에음양과(陰陽科),율과,의과,역과(譯科)만이정식과거시험

과목으로 유지되었다. 음양과는 고려의 명산과, 복서과 (卜筮科), 지리과 (地理科) 등이 합쳐

진 것으로,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命課學)으로 세분되어 각기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천문학의시험과목중하나인 ‘산(算)’은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교식추보법가령

(交食推步法假令)』 등 천문역산(天文曆算)을위한계산법을위주로하였다.

조선에서 천문역산 이외에 회계, 양전 (量田) 등 행정에 필요한 산학 소양을 갖춘 인재 선

발은 취재 (取才)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는 관리 등용을 위한 시험이 과거 시험으로

일원화된데비해조선은하급전문기술직관리의채용에는취재4)를,일반문무관원및 6품

이상으로진급할수있는전문기술직관리채용에는과거시험을실시하였다. 산학취재입격자

(入格者)는 호조의 회사 (會士 9품), 훈도 (訓導 9품), 계사 (計士 8품), 산사 (算士 7품), 교수

(종6품), 별제 (別提 종6품)에 임용되었다. 호조의 정2품 판서 (判書)부터 정6품 좌랑 (佐郞)

까지는 문과 급제자로 채워졌다. 호조만을 놓고 보면 취재 출신의 하급 관원은 전문직이고

과거출신의상급관원들은관리직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조선의인재선발경로가이원화된것은고려의국자감과조선의성균관의성격이

달랐던것과관련된다. 고려의역사서인 『고려사 (高麗史)』와 조선의법전인 『경국대전 (經國

大典)』에성균관은모두 ‘유학을가르치는임무[儒學敎誨之任]’를담당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고려의최고교육기관이유학만을가르치는성균관으로개편된것은성리학이도입된

고려말이후의일이고그이전의국자감의직제에는유학과관련된국자박사 (國子博士),태

학박사 (太學博士), 사문박사 (四門博士), 명경박사 (明經博士) 외에 잡학과 관련된 서학박사

(書學博士), 산학박사 (算學博士), 율학박사 (律學博士)를 더 두었다. 신라의 국학 (國學)에

산학박사와조교등을두던전통을계승한것이다. 잡학박사는모두해당학문의전공자였다.

이에반해조선의성균관은모든관원을문관으로임용하였다. 정규인원으로둔 ‘박사 3인’은

모두 유학교육을담당하였다. 조선에서잡학의교육은전문인력이필요한각관서에서직접

3) 고려의녹봉체계 18과(科)중에기술직관원은말단의 15과(科)이하에배치되었으므로고려시대에도기술직의
지위가 아주 높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정식 녹봉체계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산학 관원이 체아직(遞兒職)
에 불과했던 조선의 기술직과는 차이가 있었다 [14, Vol. 14, pp. 45∼47, pp. 56∼57; Vol. 25, p. 128].

4) 취재는이밖에도관상감관원중에서비교적난이도높은교식추보(交食推步)를담당하는수술관(修述官),연행
(燕行)의 일원으로 북경에 가서 관상감에 필요한 서적과 의기 (儀器) 등을 구입하는 부연관 (赴燕官), 문무관원
중에 지방수령이나 당상군관(堂上軍官) 등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관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 관서의 기술직 관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마다 취재를 시행하여 정기적인 직위 개편의 근거로 삼았다.
어느 경우든 취재는 전문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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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니,관상감에천문학생도 20명 (영조이후 40명),지리학생도 15명 (영조이후 10

명),명과학생도 10명을두고,호조에산학생도 15명(영조이후 61명)을둔것이그예이다.

이같은변화는실은고려말부터시작되었으니,조선태종 6년 (1406)에설치한 10학 (유학

(儒學), 무학 (武學), 이학 (吏學), 역학 (譯學), 음양풍수학 (陰陽風水學), 의학 (醫學), 자학 (字

學), 율학 (律學), 산학 (算學), 악학 (樂學))은 공양왕 (恭讓王) 원년 (1390)에 설치한 10학5)의

과목을조금변경했을뿐이다. 고려말주자학 (朱子學)이전래되어성균관이유학전문교육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제가 성균관 교육과 기술학 교육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4, Vol. 14, p.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에는 모든 하급 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10

학의 취재 시험을 보여 각 관서에서 직위 개편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6) 그러나 태종 7년

(1407)에 10학 중 유학에 해당하는 삼관 (三館 :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에서 자신들은 문과

급제자인데잡과출신자들과같이취급되는것은부당하다는건의를한다.7) 이건의가그대로

수용되지는않았으나,취재의성격이바뀌는계기가되었다. 게다가 《경국대전》 〈이전 (吏典)

한품서용 (限品敍用)〉에 “2품이상의첩의자손은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

산학·율학에서 재능에 따라 서용함을 허락한다.”라고 한 조항에 대해, 성종 13년 (1482)에

천첩 (賤妾)의자손까지포괄하는것으로해석하고,전의감 [醫]·관상감 [陰陽]·율학 [律]은그

중요성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양첩(良妾)의자손들만속할수있도록정하면서,결국조선의

기술직은교육과선발양면에서문관과분리되어중인들의영역으로굳어져갔다.

세종 (世宗)이 정인지 (鄭麟趾)에게서 당대 최고의 산학이라 할 만한 계몽산 (啓蒙算)을

교습받고 [1, 世宗 12년 10월 23일] 세종 12년 10월 23일 「산학발몽 (算學發蒙)」을 포함한

『교식추보법 (交食推步法)』을 편찬한 것8)은, 고려말 조선초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아직은사회를주도하고있었으며명(明)이반포한 『대통력(大統曆)』의안착이당면한국가적

과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 24년 (1442) 『칠정산내편』과 세종 26년 (1444) 『칠정

산외편』의 편찬으로역법 (曆法)의세부사항까지자체적으로정확히추산할수있는역량이

갖추어지고부터산학은사대부의관심영역에서급속히멀어져간것으로보인다. 숙종 2년

(1676)한유학(幼學)이시무상소(時務上疏)를올려,회계와양전등의계산을산원(算員)과

서원(書員)들에게일임함으로인한폐해를지적하면서,성균관유생들도『산학계몽』을익히게

5) 『고려사』의 10학에 대한 기록에는 8학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역학 (譯學)과 산학 (算學)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14, Vol. 17, pp. 48∼49].

6) [1,太宗 6년 11월 15일] “置十學. 從左政丞河崙之啓也. 一曰儒,二曰武,三曰吏,四曰譯,五曰陰陽風水,六曰醫,
七曰字, 八曰律, 九曰算, 十曰樂, 各置提調官. 其儒學, 只試見任三館七品以下. 餘九學, 勿論時散, 自四品以下,
四仲月考試. 第其高下, 以憑黜陟.”

7) [1, 太宗 7년 11월 25일] “三館獻書于議政府……曰, 黜百家尊孔氏, 此萬世之令典也……自儒學諸科, 以至樂
工之賤, 群聚禮曹, 試其才藝, 以爲遷資之法, 其奬勸之道, 可謂至矣. 然某等俱以不才, 再中國試, 對策殿庭,
視諸雜科, 固有異矣. 更與樂工之賤等而取才, 然後敍用, 則於國家尊儒待士之義, 似有慊焉.”

8) [3, 序] “交食推步法及算法歌詩, 皆我世宗大王所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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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산학에우수한유생은관원으로발탁하도록건의하였는데,9) 조선후기에산학이사대부의

학문영역에서완전히배제되었음을보여주는일화라할수있다.10)

그러나그이면에는국가의경영과발전을위한산학의중요성을잊지않고산학의중흥을

모색하는 고민이 쌓여갔다. 성리학이 전래되어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율학·

서학·산학이 관리 양성교육의 필수교양 과목에서 밀려나고, 유학과 기술학을 통틀어 10학

으로 범주화하던 데서 유학만을 떼어내어 독존 (獨尊)의 지위로 올린 결과 기술학의 지위가

상대적으로하락하는추세였지만,고려의산학교육담당관인산학박사가종9품이었던데비해

조선에서산학교육을담당한산학교수 (算學敎授)·겸교수 (兼敎授)·별제 (別提)는종6품으로

높아졌다. 모두 18과등제(科等制)인고려의전시과와조선의녹봉체계에서고려의산학박사

는제15과를받은데비해,조선의산학교수·겸교수·별제는제12과를받아서고려국자감의

사문박사에상당하였다. 이는조선에서실무를담당한대부분의산원(算員)이체아직遞兒職)

으로서지위와처우가불안정한것과대비된다. 또습독관 (習讀官)제도를두어산학연구에

젊고총명한사족 (士族)자제들이유입될수있도록하였다. 조선에서도우수한산학인재의

확보와 양성, 그리고 수준 높은 산학적 소양을 갖춘 문관의 배출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던

것이다.

실학기(實學期)와겹치는효종(孝宗)이후정조(正朝)때까지 1세기반은청(淸)이반포한

『시헌력(時憲曆)』을 조선에서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해분투한시기였다. 그과정에서서양

의 수학과 과학기술이 전래되어 수학은 엄밀하고 명징한 논리의 기초라는 인문학적 가치가

더불어조명되고11),과학기술에대해서는부국강병의기초라는국가경영을위한가치가조명

되었다. 이에따라천문학과산학을위시한과학기술의중요성이다시금사회적으로부각되어

사대부들도적극적으로연구해야할분야로인식하였다. 영정조이후사대부지식인들은이러

한시대적분위기속에경학(經學)뿐만아니라자연학과천문역산,기계장치등에도많은관심

을보였지만12) 기술직의제도적위상은제고되지않았다. 아래에서검토할목록들의시대적

상한선은 1568년(선조1)이다. 따라서이와같은시대적분위기를감안하여자료를이해해야

한다.

9) [2, 肅宗 2년 4월 19일] “京畿仁川幼學李 ‘香+覃 (KC10346)’上疏,……戶部出納, 委諸算員, 田畓踏驗, 委諸書
員……尸位被欺, 豈不寒心. 請置算學啓蒙于太學, 擇其明算者, 爲師, 兼有所習……每歲大政, 拔其尤者, 薦于吏
曹, 吏曹, 各隨其才, 以補官職.”

10) 유사한 시기인 중국 명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 흥미롭다. 명초에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학교에서
산학 학습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고시에 산학 시험도 실시하는 등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홍무 26년
(1393)에 호부 (戶部)의 낭청 (郎廳)이 주사 (主事)를 질투하여 벌인 우연한 일에 서산생 (書算生)이 연루되어
대거 처형된 결과 36년 뒤인 선덕 4년(1429)에는 유생들이 서산(書算)을 전혀 모르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17, pp. 323∼325]

11) [16, 卷1 測人門一 總論] ‘수학으로 재능을 측정함 [數學稱才]’조 “才分稱量, 莫善於數學. 一節深二節深, 至於
十節深, 而轉得分開條理· · ·惟此數學, 毫釐差錯, 立判於眼前. 事物裁度, 推達于硏熟.”

12) 청나라에서도강희제(康熙帝)가 《율력연원(律曆淵源)》(1723)을명찬(命撰)하고대표적인고증학자대진(戴震
1724∼1777)이 《산경십서(算經十書)》를 교감한 이후 경학자의 90%가 천문산법을 아울러 연구했다는 분석이
있다 [18, p. 50] [1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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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판및간본목록과도서목록에서고찰한조선시대산학서의간행과유전

4.1 조선전기산학취재교과서의간행

임진왜란이전전국의책판상황을보여주는 『고사촬요』(1568, 1576, 1585) ‘팔도정도(八道

程途)책판(冊板)’조에따르면강원도의춘천에 『상명산법』,원주에 『지산』,경상도의경주에

『양휘산법』의책판이있었다.

『양휘산법』

세종 12년(1430)산학취재과목을상명산(詳明算),계몽산(啓蒙算),양휘산(楊輝算),오조

산 (五曹算), 지산 (地算)으로 정하고 [1, 世宗 12년 3월 18일] 나서 3년 뒤 (1433)에 『양휘산

법』이 간행되었다. 일본쓰쿠바대학 (筑波大學)부속도서관에선덕 (宣德명선종 (明宣宗)의

연호) 8년 계축년 (1433) 5월 경주부에서 간행한 91장본 『양휘산법』(Figure 1)이 소장되어

있는데13),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박욱(朴彧)이쓴발문(Figure 3)에간행경위가기록되어

있다. 세종이 산법 (算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간행을 명하자 경상도 관찰사 신

인손 (辛引孫)이내지 (內旨)를받들어목판으로간행하였다. 각공 (刻工)들을지휘하는등의

실무를경주부윤김을신(金乙辛)과판관이호신(李好信)에게맡기고,필요한물품들을신속히

마련하여공급해준결과, 1개월도걸리지않아판각이완성되었다는것이다.14) 이해 8월 25

일에이 『양휘산법』 판으로 100건을인쇄하여올리자,세종은집현전,호조,서운관의습산국

(習算局)에하사하였다 [1,세종 15년 8월 25일].

『고사촬요』에는경주의책판으로 『양휘산법』을수록하고 “홍무(洪武)무오년(1378)명나라

항주지역의민간인쇄소인근덕서당(勤德書堂)에서간행한중국본을바탕으로번각한본임”

이라고부기하였다. 문화재청홈페이지에서보물제1755호로지정된 『양휘산법』(Figure 2)

을볼수있는데, <Figure 1>과 <Figure 2>를비교해보면제1행과제2행사이의계선및제

2행과제3행사이의계선에나타난노이즈가거의동일한양상임을볼수있다. 판면구성과

판식, 글자체 뿐만 아니라 이 같이 노이즈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판에

서 인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재청의 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보물 제1755호

『양휘산법』은 “1433년 (세종15) 이전에 번각 (飜刻)한 판에서 후인 (後印)한 판본으로 추정”

하였는데,중국본의번각본임은 『고사촬요』의부기와일치하는사항으로정확한분석이지만,

<Figure 3>의발문에근거할때이는세종 15년경주판의인쇄본으로보아야할듯하다. 쓰

쿠바대소장본말미에는 <Figure 3>의발문과간기외에도간각자(刊刻者)들의명단이기록

13) https://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0/B1039351/1.pdf
14) 今觀察使臣辛引孫 敬奉內旨 囑府尹臣金乙辛 判官臣李好信 命工鋟梓 凡其供億之需 監司隨宜備辦 不閱月而功
訖 恭惟我聖上 萬機之暇 拳拳及此 以惠學者 而監司仰承睿鑑 不日集功 以壽其傳 是不可不誌也 前通善郎寧海
都護府儒學敎授官臣朴彧 拜手稽首敬跋

https://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0/B10393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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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2 Figure 3
Figure 1. YangHui SuanFa printed from Gyeongju’s 1433 woodblock(collection of Tsukuba University

Library); 『양휘산법』 1433년 경주부 간본(쓰쿠바대 소장본). Figure 2. YangHui SuanFa printed from
Gyeongju’s 1433 woodblock(Korean Treasure 1755); 『양휘산법』 1433년 경주부 간본(보물 1755호). Figure

3. The postface of YangHui SuanFa printed from Gyeongju’s 1433 woodblock(collection of Tsukuba
University Library); 『양휘산법』 1433년 경주부 간본 발문(쓰쿠바대).

되어있다. 보물 1755호에는낙장(落張)이더러존재하는데,말미의발문이하도결락되고그

대신후대에지질(紙質)이다른종이에필사한간단한간년고(刊年攷)가부착되어있다.

『고사촬요』(1568, 1576, 1585)에경주의 『양휘산법』 책판이기록된것은 1433년신인손의

각판(刻版)이 16세기후반까지적어도 150년가량보관되었거나,혹은신인손의각판이수명

을다하고경주에서다시번각되어이때까지유지되고있었음을말해준다. 임진왜란이후의

『고책판소재고(古冊板所在攷)』와 『고서책판유처고(古書冊板有處攷)』의 ‘경상도경주’ 조에

도 공히 『양휘산법』이 기록되었는데, 인쇄하려면 “장지 (壯紙) 4첩 (貼) 11장 (張)”과 “먹 1/4

정(丁)”이필요하다고하였다. 1첩(貼)은 20장이므로 91장인데,이는쓰쿠바대본의 ‘91장’과

일치한다. 임진왜란이후에도 『양휘산법』이경주에서인출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경주는

조선 전기의 『양휘산법』 인쇄 보급 중심지였던 셈이다. 1669년에 편찬되어 수정 증보된 『동

경잡기 (東京雜記)』, 그리고 인조대에 편찬된 『동경지 (東京誌)』의 개정 증보본인 『금오승람

(金鰲勝覽)』 ‘서적’조에는공히 『양휘산법』이 “경주부에소장되어있으나마모되어사용하지

않음[府藏刓不用]”이라고적혀있다. ‘마모되었다[刓]’는 것은이전에수많은인출이이루어

졌음을 말해준다. 고종 33년 (1896) 프랑스인 모리스쿠랑 (Maurice Courant)의 『한국서지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에도 『양휘산법』이수록되었다.

이글에서조사한책판목록과간본목록이외 52종의도서목록중에는 『양휘산법』의흔적을

발견할수없다. 산학의사회적위상을고려할때 『사책봉안형지안 (史冊奉安形止案)』(1606)

등의 사고 (史庫) 형지안에 실리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규장각 한국본 도서목록인

『서서서목첨록(西序書目籤錄)』(1793?)과대한제국때한국본도서목록인 『조판도서목록(朝

板圖書目錄)』(1908)에도 『양휘산법』은보이지않는다. 『서서서목첨록』에는 ‘산법서(算法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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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서양신법역서 (西洋新法曆書)』, 『역상고성 (曆象考成)』, 『팔선표 (八線表)』 3종이 실려

있고, 『조판도서목록』에는 ‘산법서’ 조에 『서양신법역서』와 『역상고성』이, ‘수술서 (術數書)’

조에 『해경세초해 (海鏡細草解)』가 실려 있어, 서양수학 영향 후에 바뀐 산학의 조류를 드러

내고 있다. 경복궁 집옥재 (集玉齋 고종의 서재)의 장서목록인 『집옥재서적목록 (集玉齋書

籍目錄)』(1908)에는 『양휘산법』이 포함된 『의가당총서 (宜稼堂叢書)』(1821∼1850)가 실려

있다. 이 시기 왕실 장서에는 전통산학에 대한 재조명 붐 이후에 나온 중국본 『양휘산법』이

재수입되어 한국본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이다. 다만, 최석정 (崔錫鼎 1646∼1715)의 『구수략

(九數略)』(1700)과홍대용 (洪大容 1731∼1783)의 『주해수용 (籌解需用)』(18C후반)등조선

후기의 산학서에 『양휘산법』이 인용서목으로 기록되고황윤석 (黃胤錫 1729∼1791)과유희

(柳僖 1773∼1837)등조선후기산학가들이이책을학습했다는기록이있음을볼때민간과

관부의산학가들은 『양휘산법』을 여전히중요한산학서로활용하고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에 소장된 『예수유서 (隸首遺書)』(古718-19)와 『양휘수법 (楊輝數法)』(古朝66-19, 1887) 등

1800년대이후의간략한필사본산법서들에 『양휘산법』이 꾸준히초록되고있었음 [13, pp.

218∼220, pp. 224∼226]도이를뒷받침한다.

『산학계몽』

『산학계몽』은세종 12년에산학취재과목으로선정되었지만 『고사촬요』에책판기록이없

다. 1660년(현종1,경자년)전주부윤김시진의중간본서문에 ‘국초인본(國初印本)’을저본으

로중간했다고한것을보면조선전기에간인(刊印)된것이분명하지만,임진왜란직전까지도

목판본이아닌활자본으로만유통되었던것이아닌가생각해볼수있다.

문종 (文宗) 1년 (1451) 8월에 인출된 경오자본 (庚午字本 Figure 4) 및 성종대 (成宗代

1470∼1494)의 을해자본 (乙亥字本 Figure 5)과 중종대 (中宗代 1506∼1544)의 을해자본

(乙亥字本 Figure 6) 『산학계몽』이실물로전해진다.15) 그림들에서보듯이경오자본은 10행

17자이고,을해자본은두본모두 9행 17자이다.

1450년 (문종즉위년)에주조된경오자는안평대군 (安平大君)의글씨를본떴다는이유로

세조 때 녹여 강희안 (姜希顏)의 글씨를 본뜬 을해자를 주조했으므로 경오자의 수명은 5∼6

년에 불과하다. 반면에 1455년 (세조1)에 주조된 을해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선

조대 (宣祖代)까지근 140년동안사용되었다 [19, p. 328, p. 333]. 『산학계몽』의 성종대본은

을해자의보자 (補字)가섞여있음에근거하여,중종대본은판식 (版式)과지질 (紙質)및이기

(李芑 1476∼1552)의장서인 (藏書印)등에근거하여간행시기를추정한것이다. 나중에일

제가조선의궁내부(宮內府)를강등시킨이왕직(李王職)에서 1914년에편찬한 『이왕가도서

15) 경오자본 (보물 1654호)과 성종대 을해자본 (보물 1217호)은 [35]에서 볼 수 있고, 중종대 을해자본은 [37]
https://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0/B1039397/1.pdf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0/B103939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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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서목록 (李王家圖書室藏書目錄)』에 『산학계몽』을 수록하면서 “3책. 조선판. 조선 중종.

주세걸”이라는정보를부기하였는데,이것이곧중종대을해자본을가리킬것이다.

이 두 을해자본은 ‘답왈 (答曰)’을 표시한 음각 (陰刻)의 모양, 판심 (版心)의 위아래 어미

(魚尾)와광곽(匡郭)상하변사이의공간처리방식곧흑구(黑口)또는백구(白口),산대배열

그림의테두리유무,글자배열이고른정도등에서차이를보인다 [23, pp. 344∼346]. 김시진

중간본 (국중BA718-13)의 10행 19자와는 모두 판면 구성이 달라서, 김시진의 ‘국초인본’이

지칭하는 바가 어떤 본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 전기의 활자본들 중 하나를 가리킴은

분명하다.

Figure 4 Figure 5 Figure 6
Figure 4. SuanXue QiMeng printed in Gyeong-o year type; 『신편산학계몽』 경오자본. Figure 5. SuanXue

QiMeng printed in Eulhae year type during the reign of Seongjong; 『신편산학계몽』 성종대 을해자본.
Figure 6. SuanXue QiMeng printed in Eulhae year type during the reign of Joogjong; 『신편산학계몽』

중종대 을해자본.

그리고 조선전기의 문신 유희춘 (柳希春 1513∼1577)이 1567년 10월 1일부터 1577년 5

월 13일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미암일기 (眉巖日記)』의 ‘계유년 (1573, 선조6) 5월 19일’

조에 “『산학계몽』과 『상명산법』을 교서관 (校書館)에서 보내왔다. 내가 제조 (提調)이기 때

문이다.”16)라고 하였다. 선조 때 이르면 을해자의 마멸이 상당히 진행되어, 선조 6년 (1573)

에마멸이특히심한글자를새로주조하여보충해넣는데,이보주 (補鑄)을해자를사용하여

교서관에서 『산학계몽』과 『상명산법』을다시인출한것이다. 이렇게보면 『산학계몽』은조선

전기에적어도네차례에걸쳐활자본으로간행되었다.

조선전기에활자본간행이이처럼여러차례이루어졌다는사실은조선전기에『산학계몽』이

판각되지않았다는추정에무게를더해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오른 3대산학취재교과

가운데 『산학계몽』은 다른두책과달리일상생활과일반적인행정실무의필요를넘어서는

16)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算學啓蒙 詳明算法 自校書館來 以余爲
提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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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술(天元術)같은고난도의산법이들어있다. 이책은세종대의 『수시력(授時曆)』 안착과

이후의 천문역법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긴 했지만, 천문역법의 전문적인 연구와 운용은

극소수전문가의영역이었므로그수요가광범하기어려웠을것이다. 활자본의보급만으로도

상당기간유지할수있었던데는이점이작용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임진왜란과병자호란의참화속에인적(人的),물적(物的)문화재가심각하게소실되

고약탈당한결과,조선에서 『산학계몽』은희귀한책이되고말았다. 활자본자체가일시적인

공급에그친다는한계가있고또이책은소수의전문가위주로유통되다보니유통과전승의

범위가비교적덜광범위했을수있다.

다행히전주부윤김시진이수준높은산법이전승되지못함을안타까워하던차에호조의

회사 경선징 (慶善徵 1616∼1690)17)에게서 낙질이나마 희귀 간본 (刊本)을 얻게 된다. 대흥

현감 (大興縣監) 임준 (任濬)이 뛰어난 안목으로 교감과 집일 (輯佚)을 더하여 완질을 만들었

는데,뒤에우연히습득한완질초본(抄本)과비교해보니정확히일치하였다. 임준은이전에

조선전기의활자본또는그정확한초본을가지고심도있게 『산학계몽』을연구한인물일것이

다. 『산학계몽』의 정본 (整本)을확정하게되자김시진은그기쁨을담아 1660년관할지에서

목판으로 중간하고, 이 같은 경위를 중간 서문에 밝혀 두었다. 김시진은 산학에 대한 안목이

높고애정이깊은인물었으며,그의중간은경선징,임준과협력연구한성과를집대성한것으

로볼수있다.

그런데김시진의전주판이조선후기책판목록에서발견되지않는것은의아하다. 전존 (傳

存)하는책판목록이당대에존재한책판을모두반영한것은아니라는사실18) 및당시산학의

사회적위상을감안하더라도전주부윤이애정과공력을들인책판이전주지역의책판목록에

조차 누락된 데에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이 중간되고 150년이 지난 뒤

중국에전해졌을때중국의석학들이보인큰관심과너무나대조적이기때문이다.

『산학계몽』은중국에서수백년동안유실되었다가, 1809년동지겸사은부사(冬至兼謝恩副

使)로연경에가는부친김노경 (金魯敬 1766∼1840)을따라간김정희 (金正喜 1786∼1856)

가중국의석학완원(阮元 1764∼1849)이 “지금 『산학계몽』을다시볼수없다.”19)라며안타

까워함을알고는 1838년다시북경에갔을때완원의문인서유임 (徐有壬 : 서균경 (徐鈞卿),

군청(君靑))을통해완원,왕희손(汪喜孫),서유임등중국학자들에게김시진의중간본을증정

함으로써중국에처음재출현하게되었다. 이듬해(1839,도광19)완원의문인나사림(羅士琳)

이김시진의중간본을저본으로삼고신중한교감을더하여양주(揚州)에서다시중간한것이

17) 경선징과 뒤에 거론된 홍정하 (洪正夏1684∼1727), 박율 (朴繘1621∼1668)의 생몰년은 [39, p. 45]를 이용하
였다.

18) 책판목록에 대한 이 같은 견해는 [6, p. 57]에서도 볼 수 있다.
19) [5, 四元玉鑑三卷提要] “今啓蒙一書 不可復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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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에 실린통행본 『산학계몽』이다.20)

김시진의중간본으로일컬어지는본도실은한가지가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소장 3권3

책본(Figure 7, BA718–13; b1718–5)은중간서문이제3책뒤에있는데반해규장각한국학

연구원소장 3권3책본(Figure 8,奎中 2198–v.1–3)은중간서문이제1책앞에있다. 두본은

자체 (字體)도다르고,후자의중간서문말미에는 “을미년에교정함 [乙未校正]”이라는 자구

와 “경오년에 중간하여 본학에 보관함 [庚午重刊 藏于本學]”이라는 간기 (刊記)가 추가되어

있다.(Figure 9)전자는 1660년의경자본(庚子本)이고,후자는경자년중간본을을미년에교

정하고경오년에다시중간한경오본(庚午本)이다 [23, pp. 346∼349]. 경자본은판심(版心)

의 어미 (魚尾)에 새긴 꽃잎수가 좌우 양쪽에 3개씩 6개이고, 경오본은 좌우 양쪽에 2개씩 4

개이다.

Figure 7 Figure 8 Figure 9
Figure 7. SuanXue QiMeng printed from Gyeongja year woodblock which re-engraved by Kim Sijin ;
『신편산학계몽』 김시진 重刊 경자본. Figure 8. SuanXue QiMeng printed from Gyeong-o year woodblock
which is a correction after Kim Si-jin’s re-engraving; 『신편산학계몽』 重刊 후 교정 경오본. Figure 9. The
publication record in SuanXue QiMeng of Gyeong-o year woodblock which is a correction after Kim

Si-jin’s re-engraving; 『신편산학계몽』 重刊 후 교정 경오본의 刊記.

경오본을가지고주해한 『신편산학계몽주해(新編算學啓蒙註解)』(BC古朝66-55)가임인년

에 저술되었는데 이 책에는 홍정하 (洪正夏 1684∼1727)의 『구일집 (九一集)』(1724)이 인용

되었다 [27, p.3]. 또황윤석(黃胤錫)의 『이재선생유고(頤齋先生遺稿)』에 영조정해년(1767)

에영중(營中)에큰불이나서 『산학계몽』판목이소실되었다는기록이있다.21) 정해년(1767)

에경자본 (1660)판목이소실되어경오본을판각한것이라면교정을더한을미년은 1775년,

20) 나사림(羅士琳)의 중간본 서문에는 연경의 유리창(琉璃廠)에서 김시진의 중간본을 발견했다고 하여, 김시진의
중간본이 나사림 중간본의 저본으로 사용된 것이 김정희와 무관한 듯 보이기도 하나, 이는 완원이 김정희의
증정본을 유실하여 문인들을 통해 다시 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기록의 차이일 뿐이며, 완원의 문인들에게도
김정희가 이 책을 증정했으므로 결국 나사림 중간본의 저본은 김정희의 증정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3, pp. 4∼12].

21) [4, 卷12, 題家藏數學啓蒙後] “英宗丁亥營中大火 而儀禮通解續與是書板本俱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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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판각한 경오년은 1810년, 『신편산학계몽주해』를 저술한 임인년은 1842년이 된다 [23,

p. 349]. 화재로 인한 소실은 내용의 변동이 없는데도 다시 판각해야 했던 까닭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김정희가 1838년 완원 등에게 증정한 것이 경오본이었음을 나사림 중간본에

찍힌 “을미교정(乙未校正)”, “경오중간장우본학(庚午重刊藏于本學)”이말해주고있는데,이

역시 1810년에경오본이판각되었다는사실에부합한다. 또한소실로인해 『산학계몽』판목이

부재한 기간이 43년에 이르므로, 이 기간이 책판목록 작성 시기와 맞물렸다면 『산학계몽』이

전주의책판목록에수록되지않은것도설명될수있다.

이 글에서 조사한 52종의 도서목록 중에는 이 책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규장각서

목』(1899∼1902)에처음보이는데중국본이다. 고종의서재집옥재에소장된 『산학계몽』도

중국본이어서 『제실도서목록 (帝室圖書目錄)』(1909)으로도서를병합할때당판 (唐板)으로

분류되었다. 조선후기왕실도서관에는 『산학계몽』이 비치되지않다가조선의경오년중간본

을저본으로다시중간한중국본을역수입하여왕실도서관에둔것이다. 그후일제가조선의

궁내부를강등시킨이왕직에서 1914년정리한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에 “중종대을해자본

『산학계몽』”이수록되었다. 중국본 『산학계몽』의중간경위가알려지면서조선판 『산학계몽』

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당시에전존하는조선전기의선본 (善本)중에시대가앞서는본이비

치된것이아닐까싶다.

그러나이책에대한관심에부침이있었던것은왕실에국한된이야기이고,민간과관부,중

인과사대부를막론하고조선의걸출한산학가들사이에서는『산학계몽』에대한중시가철회된

적이없다. 경선징의 『묵사집산법』,박율(朴繘 1621∼1668)의 『산학원본(算學原本)』(1700),

홍정하의 『구일집』, 조태구 (趙泰耈 1660∼1723)의 『주서관견 (籌書管見)』, 최석정의 『구수

략』, 황윤석의 『산학입문 (算學入門)』, 홍대용의 『주해수용』, 남병길 (南秉吉 1820∼1869)의

『산학정의 (算學正義)』(1867), 이상혁 (李尙爀 1810∼?)의 『익산 (翼算)』(1868) 등 많은 조선

후기 산학서에서 이 책을 인용 또는 참고하였고, 18, 19세기에는 서씨 (徐氏)의 『산학계몽

집전 (算學啓蒙集傳)』과 『신편산학계몽주해』가 나올 만큼 깊이 연구되었다. 『예수유서』(古

718-19), 『수학계몽(數學啓蒙)』(우촌古718-7), 『구장산(九章算)』(동곡古718-11), 『주학계몽

(籌學啓蒙)』(우촌古718-6), 『수학』(古711-7), 『석구수법(釋九數法)』(古朝66-78), 『영산요방

(影算要方)』(古7100-14), 『산수요람(算數要覽)』(古朝66-77)등크고작은필사본산법서들에

꾸준히 초록되었으며, 『산학요람 (算學要覽)』(古朝66-83)의 경우는 일본 우에노 키요시 (上

野淸)의 『근세산술 (近世算術)』 상·하권을 번역하고 아라비아숫자의 가로쓰기와 사칙연산

기호를 채택하는 등 근대적 수학서를 표방하면서도 『산학계몽』의 초록본 1책과 합본하였다

[13, p. 222]. 민간에서는 대체로 중국본보다 이전부터 전해온 한국본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도 “조선중간본”이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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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산법』

『상명산법』 [13]은임진왜란이전의 『고사촬요』(1568, 1576, 1585)에춘천의책판으로기

록된이후,같은책의 1674년증보본 ‘서책인지수 (書冊印紙數)’ 조와 1743년증보본 ‘서책인

지용입수 (書冊印紙容入數)’ 조에 “3권 [三卷]”의 종이가 소요됨을 밝히고 있다. 『한국서지

(Bibliographie Coréenne)』와 『조선고서목록 (朝鮮古書目錄)』(1911)에도 춘천판 『상명산

법』이수록되었다.

일본도호쿠대학(東北大學)부속도서관에 2권 2책본『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算法)』(Figure

10)22)이소장되어있는데,그표지안쪽에 “조선재판본(朝鮮再版本)”이라는메모와함께 “초

판은 일본 내각문고 (內閣文庫)에 있다” “내용은 초판본과 같다. 재판본에는 산주 (算籌) 그

림이 없다.”라는 설명이 있다.23) 산주 그림은 산대 배열 형태를 그린 그림을 말한다. 중국의

『중국역대산학집성(中國歷代算學集成)』은일본내각문고에소장된이초판본을영인해싣고,

‘상명산법간술(詳明算法簡述)’에서권말(卷末)의간기(刊記) “홍무(洪武)계축년(1373)봄에

여릉(廬陵)이씨(李氏)의명경당(明經堂)에서간행함”에 기초하여이초판본을홍무계축년

명나라의각본으로단정하였다.24) 내각문고소장본은일본국립공문서관 (國立公文書館)홈

페이지에서볼수있는데,중국식의 4침선장본(四針線裝本)으로되어있다.

Figure 10 Figure 11 Figure 12
Figure 10. XiangMing SuanFa printed from re-engraved woodblock(collection of Tohoku University

Library); 『신간상명산법』 재판본(도호쿠대학 도서관). Figure 11. XiangMing SuanFa printed in Eulhae year
type(collection of Keimyung University Dongsan Library); 『신간상명산법』 을해자본(계명대 동산도서관).

Figure 12. XiangMing SuanFa printed in metal type of Joseon(collection of National Diet Library,
Japan); 『신간상명산법』 조선금속활자본(日本國會圖書館).

한편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에소장된상하2권 1책본 『신간상명산법』(Figure 11)이조선

22)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서 (귀)710 0; 고서 (장기원) 510.95신간상 ; 고서 (I)510 신간상 판-1,2)과 국립중앙
도서관 (BA711-10),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고 510 신11)에 소장된 5종의 목판본이 모두 도호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본과 판면 구성이 동일한 재판본 계열의 판본이다 [34].

23) [36]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37266/
24) [32] “洪武癸丑春, 廬陵李氏, 明經堂刋.”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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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6세기전반에인출한을해자본임이밝혀졌다.25) 을해자는세조 1년(1455)에주조하여

임진왜란직전까지사용한동활자이다. 일본국회도서관에도 “조선 금속활자본”으로 분류한

『신간상명산법』(Figure 12)이소장되어있는데, 앞소절에서살펴본성종대을해자본 『신편

산학계몽』(Figure 5)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Figure 10>(조선 재판본)은 8행17자이고

<Figure 11>(을해자본)과 <Figure 12>(조선금속활자본)는 9행17자이며, <Figure 11>과

<Figure 12>는대체로동일한글자모양에글자배열상태가다름을볼수있다.

또 <Figure 10>(재판본)에는산대배열그림이제7행에만있는데비해 <Figure 11>(을해

자본), <Figure 12>(조선금속활자본)에는빠짐없이들어있고, <Figure 11>�<Figure 12>

는 <Figure 10>에 사용되지 않은 음각 (陰刻)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된 명대 (明代) 초각본 『신간상명산법』은 <Figure 11>·<Figure 12>와 글자 모양만 다

르고판면구성이완전히동일하다. 을해자본은명나라초각본계열의판본을저본으로삼아

조판한것이확실하다.

앞에서 『양휘산법』이산학취재교과로선정되고나서 3년뒤인 1433년에왕명으로판각되

었음을보았는데,같은때함께취재교과로선정된 『상명산법』과 『산학계몽』역시많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책의 판각을 명했다는 기록을

찾아볼수없고, 『상명산법』은 16세기전반의을해자본과 15세기후반의인본으로생각되는

금속활자본이전해지고있다.

그리고앞서언급한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계유년 5월 19일’조기록을통해,

선조 6년(1573)교서관에서 『상명산법』과 『산학계몽』의활자본을인출한사실을알수있다.

이렇게보면 『상명산법』은조선전기에적어도세차례에걸쳐활자본으로간행되었다.

『양휘산법』은첫째,마방진과도표,도해등이많고산대그림도비교적복잡하여활자인쇄

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행정실무에 필요한 산법들로 구성되어

수요가 광범하다는 점으로 인해 일찌감치 목판 인쇄를 선택한 데 비해, 『상명산법』은 활자

인쇄의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학계몽』은 수요가 아주 광범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활자본을공급하는쪽으로방향을잡은것이아닐까한다.

『고사촬요』 1568년본에춘천의책판으로기록된 『상명산법』은 국가에서공급하는활자본

만으로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새로이 판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휘산법』은 『고사촬요』 1674년본부터는기록되지않고 『동경잡기』(1669)등에

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었다고 한 데 반해, 『상명산법』은 『고사촬요』 1674년본과

1743년본에도 인쇄에 필요한 종이의 수량이 기록된 것을 보면, 『상명산법』 책판이 『양휘산

법』 책판보다 더 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명산법』의 판각이 『양휘산법』(1433)

보다 100년 가량 늦게 이루어지고 또 세종대와 그 직후의 급증한 수요를 활자본이 감당해

25) [35] ‘보물 제1704호 『신간상명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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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기때문에마모를늦출수있었던것으로해석할수있다. 김시진의 『산학계몽』중간서문

(1660)에서 『양휘산법』과 『산학계몽』을 얻게된과정을말하면서당시조선에는 『경국대전』

의 산학취재 3교과서 가운데 『상명산법』만이 전해진다고 하였는데,26) 이 역시 『양휘산법』

은 『동경잡기』(1669)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마모되었다고 기록되고, 『상명산법』은

『고사촬요』(1674)에인출을위해필요한종이의수량이기록된것과부합하는정황이다.

세조14년 (1468)에 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서책의 개판 (開板)은 계문 (啓聞) 후에 실

행토록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타도 (他道)와의 중복을 피하고 긴요치 않은 책은 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방의 서책 간행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6, p. 5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명산법』같은특수서종이조선의다른지방에서다시판각되었을가능성은희소

하다. 그렇다면 <Figure 10>은 『고사촬요』에 기록된춘천판,또는그계열의판에서인출한

간본으로보아도큰무리는없을것이다. 재판본(Figure 10)에서산대배열그림이상당부분

제외된 것은, 명나라 초판본과 조선전기 활자본에 들어 있는 산대 그림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재판본이 판각되던 16세기 전반 조선의 산학 수준에서는 긴요치 않았음을

보여주는것으로생각된다. 불규칙하게잔존하고있다는사실이,의도적인배제보다는관심의

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춘이 기록한 1573년의 교서관 인출본이

『상명산법』의 판각 (1568년 이전) 이후에 나왔다는 사실은 완정 (完整)한 본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1573년의 활자본도 춘천 판목의 마모를 더디게 한

요인중하나였을것이다.

『상명산법』도 52종의 도서목록에는 흔적이 없지만 『묵사집산법』, 『구수략』, 『주서관견』,

『산학입문』, 배상열 (裴相說 1759∼1788)의 『서계쇄록 (書計瑣錄)』(1786) 등 많은 조선후기

산학서들에 인용되었으며 『수학』(古711–7), 『주학론 (籌學論)』(古7100–12), 『예문지 (藝文

誌)』(古朝66–51), 『영산 (影算)』(古714–2) 등 크고작은 필사본 산법서들에 꾸준히 초록 [13,

pp. 216∼217, pp. 226∼227, pp. 236∼237, pp. 248∼249] 되었다. 관부와 민간의 산학가

들이중요하게활용하고있었음을말해준다할것이다.

『지산』과 『오조산경』

『지산』은 임진왜란이전의 『고사촬요』(1568, 1576, 1585)에강원도원주의책판으로기록

되었다. 세종 12년(1430)에산학취재과목으로선정되고나서 『양휘산법』처럼몇년안에판

각되었을수도있고, 『상명산법』처럼활자본으로유통되다가뒤늦게판각되었을수도있으나,

어쨌든늦어도 16세기중반부터는원주가 『지산』의인쇄중심지로서꾸준한수요에응하였을

것이다.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1896)와 『조선고서목록』(1911)에도수록되

26) “東國所傳 不過詳明等書 淺近之法......丁酉......適得抄本楊輝算書於金溝縣令鄭君瀁......又得國初印本算學啓蒙
於地部會士慶善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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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앞의 산학취재 교과서 4종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오조산경』 역시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국가적조치가취해졌을가능성이높다. 다만, 『산학계몽』의예와같이임진왜란이전의

『고사촬요』에수록되지않은것으로볼때조선전기에는활자본에의존했을것으로생각된다.

이후도서목록중에는청나라에서수입한 『지부족재총서(知不足齋叢書)』, 『사고전서(四庫全

書)』, 『미파사총서(微波榭叢書)』 등에포함되어 『규장총목(奎章總目)』, 『집옥재서적목록』 등

관부와왕실의도서목록에등장할뿐이다.

5 결론

이논문은조선과대한제국시기의책판목록과도서목록을이용하여전근대시기한국에서

이루어진산학서의간행과유전의정황을고찰한결과중에서우선조선전기산학취재교과서

의간행과유전의정황을정리한것이다.

1430년『양휘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지산』, 『오조산경』이산학취재교과서로선정

되었다. 『양휘산법』은임진왜란이전의 『고사촬요』(1568, 1576, 1585)와임진왜란이후의 『고

책판소재고』, 『동경잡기』(1669), 『금오승람』(인조대), 『한국서지 Bibliographie Coréenne』

(1896)의 기록 및 그 동안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일본 쓰쿠바대학 도서관 소장 1433년

경주부간본의발문을종합한결과, 1433년세종의명을받든경상도관찰사신인손이경주부윤

김을신과판관이호신에게실무를맡겨 91장의 1378년명나라각본을경주에서번각하여 100

질을납본하였고,적어도 1585년까지 150년동안경주가 『양휘산법』의인쇄거점이었음을알

수있었다. 이후경주의책판으로지속적인인쇄가이루어지다가 17세기중반에는더이상인

출할수없을만큼마모되어있었다. 도서목록중에 『양휘산법』은 『의가당총서』(1821∼1850)

에 포함된 채로 『집옥재서적목록』(1908)에 수록되어, 전통산학 재조명 붐 이후의 중국본이

왕실장서에서한국본의빈자리를채우고있었음을볼수있었다.

『산학계몽』은책판목록에보이지않지만,실물로전하는문종 1년(1451)의경오자본(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성종대의 을해자본 (개인 소장), 중종대의 을해자본 (쓰쿠바대 도서관

소장) 및 『미암일기』의 1573년 기록, 『이재선생유고』의 1767년 기록, 김시진의 중간 서문,

경오본의간기로볼때,조선전기에적어도 4차례활자본으로간행되었음을알수있었다. 17

세기중반에는이책의조선전기활자본이희귀본이되어버렸다가, 1660년경자년에전주부윤

김시진이 전주에서 중간하여 다시 유통될 수 있었다. 그러나 1767년 화재로 인해 경자본 판

목이소실되어 43년동안 『산학계몽』판목이부재하다가, 1775년을미년의교정을거쳐 1810

년 경오년에 다시 판각되었다. 이 경오본이 1838년 추사 김정희에 의해 중국의 완원 등에게

증정됨으로써 나사림의 1839년 중간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에서는 이 경오본을

모본으로 하여 1842년 임인년 『신편산학계몽주해』가 저술되었다. 도서목록 중에는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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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이 『규장각서목』(1899∼1902)의중국본서목인 「열고관서목 (閱古觀書目)」에 “2책”이

수록되고, 『집옥재서적목록』(1908),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 『집옥재서적조사기

(集玉齋書籍調査記)』, 『당판도서목록(唐板圖書目錄)』(1908)에순차적으로계승된것으로보

이는 “3책”이수록되었다. 이후 『제실도서목록』(1909)의중국본목록인 「당판(唐板)」에위의

둘을수합한것으로보이는 “3책”과 “2책”이수록되어,나사림이중간한중국본을역수입하여

왕실도서관에비치했음을볼수있었다. 또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1914)에중종대의 3책

활자본이 수록되어, 이 책이 중국에서 조선판을 저본으로 하여 중간된 사실이 알려진 후에

한국에서도조선본의가치가재조명된정황을읽을수있었다.

『상명산법』은 『고사촬요』(1568, 1576, 1585, 1674, 1743)및 『미암일기』 1573년의기록,그

리고일본도호쿠대학에소장된조선재판본(목판본),일본내각문고에소장된명나라초각본,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에소장된 16세기전반의을해자본, 15세기후반의인본으로추정되는

일본국회도서관소장금속활자본을조사한결과,조선전기에적어도세차례활자본으로간

행되고한차례목판으로판각되었음을알수있었다. 1430년취재교과로선정된뒤한동안

명나라 초각본과 동일하게 조판한 활자본으로 공급되다가, 꾸준히 발생하는 비교적 많은 수

요에대응하기위해 『양휘산법』보다 100년가량늦은 16세기중반, 1568년이전에춘천에서

판각된것으로추정할수있었다. 그리고춘천목판본에는산대그림이불규칙하게누락되는

등완정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어, 1573년교서관에서 『산학계몽』을 활자본으로간행할때

『상명산법』도함께간행한것으로추정되었다. 『상명산법』의춘천책판은 『양휘산법』의경주

책판보다 100년 이상 후대까지 사용되었는데, 『양휘산법』보다 100년 가량 늦게 판각되었고

또세종대와그직후에급증한수요를활자본이감당해주었으며, 1573년의활자본공급으로

마모가또한번늦추어졌기때문으로생각된다.

『산학계몽』의조선판은일제강점후에야왕실장서에수록되고조선판 『양휘산법』과 『상명

산법』의 조선본은 도서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한국본 도서목록인 『서서서목첨

록』(1793?)과 『조판도서목록(朝板圖書目錄)』(1908)에서양수학의영향을받은중국의천문

산법서들을조선에서간행한 『서양신법역서』, 『역상고성』, 『팔선표』등의조선판이수록되어,

서양수학영향후에바뀐산학의조류를읽을수있었다. 그러나민간과관부를막론하고조선

산학가들은 『산학계몽』, 『양휘산법』, 『상명산법』을 꾸준히 참고, 인용, 초록, 연구하였음을

조선후기의크고작은산학서들을통해볼수있었다.

『지산』은임진왜란이전 『고사촬요』에원주의책판으로기록된사실에서,조선전기에원주

가 『지산』의인쇄거점이었음을알수있었다. 다만자료의부족으로,이책이 『양휘산법』처럼

처음부터 목판으로 판각되었는지, 아니면 『상명산법』처럼 초기에는 활자본으로 공급되다가

뒤늦게판각되었는지는알수없었다.

『오조산경』은임진왜란이전『고사촬요』에책판기록이없음을미루어적어도조선전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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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본으로공급되었을것이라는추정을할수있을뿐이다. 도서목록중에는청나라에서수입

한 『지부족재총서』, 『사고전서』, 『미파사총서』 등에포함되어 『규장총목』, 『집옥재서적목록』

등왕실의도서목록에포함되었다. 이역시전통산학재조명붐이후의중국본이왕실장서에서

한국본의빈자리를채운것으로볼수있다.

책판목록과도서목록의조사를통해이같은정황들이밝혀짐으로써,조선전기 5대산학취

재교과서의간행과유통정황에대해이미알려진사실들을조금더구체화할수있었다.

〈부록1〉 : 『海東文獻總錄』(1638)부터일제강점 3년후의 『李王家圖書室藏書目錄』(1914)까지총 52

종의 도서목록 중에 산학서가 기록된 31종27)

1. 『奎章總目』(1781): 徐有榘(1764∼1845) 찬. 규장각 皆有窩 소장 중국본 도서목록

2. 『奎章閣書目』28)(1876∼1877)
「閱古觀書目」(K2-4654): 규장각閱古觀의 중국본 도서목록

「西庫書目」(K2-4963): 규장각西庫의 한국본 도서목록

「摛文院書目」(K2-4657): 규장각摛文院의 왕실 관련 도서 위주의 목록

3. 『규장각서목』(奎11670, 1899∼1902): 대한제국시기의규장각장서목록

4. 『규장각서목』(1907∼1909): 고종폐위(1907)이후규장각도서점검목록
「奎章閣書目樓上庫」(奎11706) : 이전의閱古觀 도서 위주

「奎章閣書目樓下庫」(奎 11706) : 이전의西庫 도서 위주

「奎章閣書目前弘文館移來件」(K2-463) : 弘文館 폐지 후 규장각에 이관한 도서목록

5. 『규장각서목』(일본동경대학 L44767, 1912필사본): 『규장각서목』(奎11670. 1899∼1902)을등

사하고제1책 「奎章閣」을 추가한서목.

6. 『西序書目籤錄』(1793?) : 1793년경에작성한규장각西序(西庫)소장한국본도서목록

7. 『西序書目』: 『서서서목초본』(1795?)을 1912년아사미린타로(淺見倫太郞)가등사한목록

8.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狀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1785): 外奎章閣장서목록

9.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狀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1857): 외규장각장서목록

10. 『赤裳山城史庫藏列聖朝實錄曝曬形止案』(1892) : 春秋館編. 赤裳山城史庫의장서목록

11. 『茂朱郡赤裳山城史庫璿源寶閣史閣藏書目錄』(1910): 朝鮮總督府編. 적상산성史庫장서

12. 『平昌郡五臺山史庫璿源寶閣史閣藏書目錄』(1909): 朝鮮總督府編. 五臺山史庫장서목록

27) 이어 열거한 31종 이외 21종의 도서목록, 곧 산학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史冊奉安形止
案』(1606), 『해동문헌총록』(1638), 『西庫藏書錄』(1790), 『寶文閣冊目錄』(순조 때), 『群書標記』(1799), 『摛
文院奉安總錄』(1790∼1850), 『書香閣奉安總目』(1865 이후), 『東史』(1731∼1797)의 고구려예문지, 『西序書
目草本私抄』(1795?, 1917년 등사), 『燃藜室記述別集』(1794∼1806)의 文藝典故, 『海東繹史』(1765∼1814)
의 예문지, 『東國通志』(순조 이후)의 예문지, 『春坊藏書總目』(1905 이전), 『芸閣冊都錄』, 『新購入書籍目
錄』(1894∼1910), 『北漢冊目錄』(1909), 『新購入及奇附圖書目錄』(1908∼1910), 『宮內部記錄總目錄』(1909),
『貴重圖書目錄』(1908∼1910), 『奉化郡太白山城史庫璿源寶閣史閣藏書目錄』(1905∼1910), 『朝鮮總督府圖書
目錄』(1911)

28) 『奎章閣書目』(1876∼1877), 『규장각서목』(奎11670, 1899∼1902), 『규장각서목』(1907∼1909)의 구분은 박현
순의앞의논문(2015) 38∼41면을따랐다. 괄호속에표시한기호 ‘K*-****’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의청구
기호이고, ‘奎*****’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청구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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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內閣訪書錄』: 정조때규장각에서구입한중국본도서목록

14. 『內閣藏書彙編』(1882): 고종때규장각의장서목록

15. 『內下冊子目錄』(1884?) : 大內에서규장각에하사한도서의목록

16. 『大畜觀書目』: 조선후기昌德宮大畜觀의장서목록

17. 『承華樓書目』: 조선후기창덕궁承華樓의장서목록

18. 『隆文樓書目』: 조선후기景福宮勤政殿隆文樓의장서목록

19. 『弘文館書冊目錄』: 1907년홍문관폐지,규장각이관후의 『홍문관서목』(1908)등사본

20. 『集玉齋書籍目錄』(1908) : 경복궁集玉齋(고종의서재)의장서목록

21. 『緝敬堂曝曬書目』: 경복궁緝敬堂에서집옥재의장서를曝曬할때도서점검목록

22. 『集玉齋書籍調査記』: 집옥재의장서를조사하여기록한도서목록

23. 『朝板圖書目錄』(1908): 규장각에圖書課가설치된후홍문관‚세자시강원‚집옥재등에서옮겨온

도서까지포괄하되한국본만을대상으로작성한목록

24. 『唐板圖書目錄』(1908): 23과같은때중국본만을대상으로작성한목록

25. 『貴重圖書目錄』(1908): 23과같은때귀중도서를조사하여작성한목록

26. 『別庫圖書目錄』(1908): 23과같은때別庫의도서를조사한목록

27. 『帝室圖書目錄』(1909):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에서 왕실도서를 수집하여 皇室圖書館을 설립할

목적으로규장각,세자시강원,집옥재,북한산행궁의서책총 10만여책을취합하여정리한임시

목록.

28. 『李王家圖書室藏書目錄』(1914) : 李王職(이전의궁내부)編. 李王家圖書室의장서목록

29. 『洪氏讀書錄』: 洪奭周(1774∼1842)의권장도서목록

30. 『秋史舊藏書目錄』: 金正喜(1786∼1856)의自筆장서목록

31. 『東國通志』(1868) 「藝文志」: 朴周鍾이저술한기전체한국사의도서목록

〈부록2〉 : 정형우·윤병태의 『韓國冊板目錄總覽』(1979년)에수록된책판목록 21종,書誌 12종,地誌

107종 및 중국 장백위의 『조선시대서목총간』(2004) 에 수록된 책판목록29) 등총 139종중에산학서가

수록된목록 14종30)

1. 『攷事撮要』 ‘八道程途 冊板’조, ‘書冊印紙數’조, ‘書冊印紙容入數’조 : 1554년 魚叔權 편, 1568

년(선조1 을해자본), 1576년, 1585년(선조18) 증보중수. 현존하는 한국 最古의 책판목록

2. 『嶠南冊錄』: 1783년 成大中(1732∼1812) 편. 영남 일대 43지역의 책판목록

3. 『鏤版考』 ‘子部 天文籌法類’조 : 1796년 徐有榘(1764∼1845) 저. 1941년 洪命熹 교정. 중앙과

지방 각처의 책판목록

4. 『各道冊板目錄』: 저술년과 저자 미상. 1840년 필사본. 경기, 강원, 충청, 황해, 경상, 전라, 평안

29) 『조선시대서목총간』에 수록된 책판목록 6종 중에 『고사촬요』, 『경상도책판』, 『누판고』, 『완영책판목록』은 『한
국책판목록총람』과 중복되고 『諸道冊板錄』(1749), 『各道冊板目錄』(1840)은 중복되지 않는다.

30)산학서가기록되지않은것은다음과같다. 『完營冊板目錄』, 『五車書錄』, 『嶺南冊板』, 『書冊置簿』, 『三南諸子百
家冊板所在州縣記』, 『嶺湖列邑所在冊板目錄』, 『古冊板有處攷』, 『嶠南誌』, 『諸道冊板錄』, 『書冊目錄 慶尙道』,
『鑄字所應行節目』, 『三南冊板』, 『韓國古書年表資料』, 『通文館志』, 『芸閣冊目錄』, 『紹修書院書冊目錄』, 『고사
촬요』 임진왜란 이후 5본, 『水城誌』 등邑誌 105종.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은 [8,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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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책판목록

5. 『尙州牧邑誌』의 ‘책판’조 : 正祖 年間(1776∼1800) 또는 그 이후. 경상도 상주의 책판목록

6. 『慶尙道冊板』 일명 『嶺南冊板』: 1730년. 저자 미상. 경상 監營, 대구, 경주, 안동 등 경상도 각

지역의 책판목록

7. 『冊板置簿冊』: 1740년경. 저자 미상. 전라도 등 7도의 지역별 책판목록

8. 『古冊板所在攷』: 임진왜란 이후. 저자 미상. 姜世晃(1713∼1791) 시대 필사본

9. 『古書冊板有處攷』: 1700년경. 저자 미상. 1939년 필사본

10. 『各道冊板目錄』: 1778년경. 저자 미상.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황해, 함경도의 책판목록

11. 『東京雜記』 ‘서적’조 : 1669년 慶州府使 閔周冕이 편찬한 경주부의 邑誌.31) 1711년府使南至

熏이添補. 1845년府使成原默이다시증보함

12. 『金鰲勝覽』 ‘서적’조 : 저술연도와작자미상. 仁祖때鄭克後와權應生이주관하여편찬한 『東京

誌』 [31, p. 6] [30, p. 3]를증보한慶州의지지

13.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 : 1896년 모리스꾸랑 (Maurice Courant) 편. 한양, 파

리국립도서관,기메미술관,대영박물관등의한국도서목록

14. 『朝鮮古書目錄』(1911) : 샤쿠오슌조(釋尾春芿)편. 신라부터대한제국까지도서목록

31) 『東京雜記』 가仁祖때편찬된 『東京誌』를 증보한것으로도알려졌으나,全德在는이책을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州府’와 비교하여, 이책은 1669∼1670년에경주부사민주면이進士李埰,金建準등과함께 『신증동국여지
승람』(1530)의 체제에 따라 내용을 증보하여 새로이 편찬한 것이지, 『동경지』를 증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30, p. 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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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Table 1. Mathematics textbooks of national math exams算學取才 in the first half of Joseon Dynasty
which written down in the Korean traditional book lists and the catalogues of woodblocks; 책판목록과

도서목록에 수록된 조선전기 산학취재 교과서

- 18 -

번
호

서명
편찬
국적

著編
譯者

存亡 출현 목록 비고

1 地算
한국
 ?

未詳 亡

攷事撮要(1568,
 1576, 1585)

八道程途 江原道 原州 冊板

Bibliographie
 Coréenne

技藝部 算法類 補遺 “原州의 목판본(고사촬
요)”

朝鮮古書目錄 諸子百家其他之部 “原州板”

2
楊輝算法
(1275)

중국
 宋

楊輝 存

*跋文 “今觀察使臣辛引孫 敬奉內旨 囑府尹
臣金乙辛 判官臣李好信 命工鋟梓 九其供億
之需 監司隨宜備辦 不闋月而功訖 恭惟我聖
上 萬機之暇 拳拳及此 以惠學者 而監司仰
承睿鑑 不日集功 以壽其傳 是不可不誌也 
前通議郎寧海都護府儒學敎授官臣朴彧 拜手
稽首敬跋 宣德八年癸丑(1455)五月日 慶州
府板刊”

攷事撮要(1568, 
1576, 1585)

八道程途 慶尙道 慶州 冊板 “세종 15년
(1433년) 8월 25일 경상도 감사(辛引孫)가 
새로 인쇄한 송나라의 《양휘산법》 100건을 
진상하자 집현전, 호조, 서운관의 習算局에 
나누어 하사함. 洪武 무오년(1378) 명나라 
杭州 지역에 있던 민간 인쇄소인 勤德書堂
에서 간행한 중국본을 바탕으로 번각한 본
임” 

古冊板所在攷 경상도 慶州조 “壯紙 4貼 11張 墨半半丁”
古書冊板有處攷 경상도 慶州조 “壯紙 4貼 11張 墨半半丁”
金鰲勝覽 경주조 “府藏 刓不用”
東京雜記 경주조 “府藏 刓不用”

Bibliographie
 Coréenne

技藝部 算法類 “東京雜記와 攷事撮要에 의
하면 慶州 복각본임. 6권. 杭州의 謙光 楊
輝 저술, 1275년 저작. 15세기 조선의 산술
시험용으로 사용된 책”

3
新編算學啓蒙
=算學啓蒙
(1299)

중국
 元

朱世傑 存

*서문 “大德己亥(1299) 刻於揚州...趙城元鎭
序”
*重刊서문 “정유년(1657)에...國初印本 算學
啓蒙을 地部會士慶善徵한테 얻어...順治17
년 경자(1660) 7월 上浣에 통정대부 守전남
도관찰사 겸...전주부윤 金始振 識.” 
*간기 : “庚午重刊 藏于本學” 

奎章閣書目
(1899~1902)

閱古觀書目 附錄 新內下書目 1架 “2권”

集玉齋書籍目錄 “3권”
緝敬堂曝曬書目 算部 “3本”
集玉齋書籍調査記 “3本”
唐板圖書目錄 子部 天文算法類 “3책, 17架”

帝室圖書目錄
唐板 子部 術數類 “3책, 19架”, “2책, 19
架”

李王家圖書室藏書
目錄

子部 天文算法類 “3冊. 朝鮮板. 朝鮮 中宗 
때. 朱世傑.”

Bibliographie
 Coréenne

技藝部 算法類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다가 
1838년 북경의 서점에서 한국본 재발견. 
1660년의 조선 重刊本임. 빠리 東洋語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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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4
詳明算
=詳明算法
(1373)

중국
 元

安止齋 存

攷事撮要(1568,
 1576, 1585)

八道程途 江原道 春川 冊板

攷事撮要(1674) 書冊印紙數조 “紙 3卷”

攷事撮要(1743)
書冊印紙容入數조 “3卷”
“詩明算法”으로 서명이 誤刻됨

Bibliographie
 Coréenne

技藝部 算法類 補遺 “春川의 목판본(고사촬
요)”

朝鮮古書目錄 諸子百家其他之部 “春州板”

5
五曹算經
(1373)

중국 存

奎章總目 
皆有窩丙庫(子) 叢書類에 知不足齋叢書가 
수록됨
知不足齋叢書에 五曹算經이 포함됨.

攷事撮要(1674) 書冊印紙數조 “紙 3卷”

攷事撮要(1743)
書冊印紙容入數조 “3卷”
“詩明算法”으로 서명이 誤刻됨

Bibliographie
 Coréenne

技藝部 算法類 補遺 “春川의 목판본(고사촬
요)”

朝鮮古書目錄 諸子百家其他之部 “春州板”

〈부록4〉

Table 2. Some collections of books which concludes WuCao SuanJing五曹算經 in the traditional Korean
book lists; 전근대 시기 도서목록에서 오조산경을 포함한 총서의 수록 상황

- 20 -

번
호

서명
편찬
국적

著編
譯者

存亡 출현 목록 비고

1
知不足齋叢書
=知不足叢書

중국
 淸

鮑廷博
1728
～1814

存

*30集 195種 중에 산학서 11종: 孫子算經⸱五曹算
經⸱張邱建算經⸱緝古算經⸱勿巖曆算全書⸱測圓海鏡細
草⸱益古演段⸱弧矢算術細草⸱續古摘奇算法⸱丁巨算法⸱
緝古算經細草

奎章總目

皆有窩丙庫(子) 叢書類 “32本. 淸 武林 鮑廷博 
輯. 8種을 1集으로 하여, 모두 4集. 朱文藻의 서
문에 ‘천자가 四庫全書館을 개설하여 천하의 遺書
들을 구해 모아 採擇에 대비함. 이때 君(포정박)이 
善本 600여 종을 바침. 이로 인해 知不足齋의 명
성이 천자에게 알려짐. 황제가 친히 붓을 적셔 그
가 바친 唐闕史와 宋仁宗의 武經總要 두 책에 題
하고 古今圖書集成 10,000권을 恩賜하여 길이 家
寶로 삼게 함. 千載의 稽古之士 중에 이와 같이 
영광스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었음. 오직 군(포
정박)의 苦心만이 이런 특별 대우에 마땅함.’이라
고 함.”

大畜觀書目
⸱“11套, 共▨▨▨”
⸱“13套, 共104冊”

承華樓書目 叢書類 “240冊”
內閣藏書彙編(1882) 新內下書目 “182책 24套”
奎章閣書目
(1899~1902)

閱古觀書目 附錄 新內下書目 3架 “30集. 207종, 
823권.”

奎章閣書目
(1907~1909)

不帙類 “188권”

奎章閣書目
(1912 필사본)

奎章閣 “2책. 本無”

集玉齋書籍目錄
(1908)

“240권, 240권, 240권”

緝敬堂曝曬書目 集部 “240본”
集玉齋書籍調査記 “80본, 80본 80본”
別庫圖書目錄 子部 “118冊, 不帙. 唐板”
唐板圖書目錄 子部 叢書類 “181冊, 47架, 241冊, 47架”
李王家圖書室藏書
目錄

類叢書部 叢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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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四庫全書
(四庫全書總目
提要)

중국
 淸

紀昀
1724
～1805　
등

存

*子部 天文算法類 推步之屬 31종 중 산학 관련 
내용 포함 서종: 周髀算經⸱新法算書⸱測量法義⸱測量
異同⸱勾股義⸱曆象考成⸱曆象考成後編⸱曆算全書⸱算學
⸱算書之屬 25종: 九章算術⸱孫子算經⸱數術記遺⸱海島
算經⸱五曹算經⸱五經算術⸱夏侯陽算經⸱張邱建算經⸱緝
古算經⸱數學九章⸱測圓海鏡⸱測圓海鏡分類釋術⸱益古
演段⸱弧矢算術⸱同文算指⸱幾何原本⸱數理精蘊⸱幾何論
約⸱數學鈅⸱數度衍⸱句股引蒙⸱句股矩測解原⸱少廣補遺⸱
莊氏算學⸱九章錄要 

奎章閣書目
(1899~1902)

閱古觀書目 (子集)제7架 “144권. 1권 佚”

3

欽定武英殿聚
珍板書
= 武 英 殿 聚 珍
版全書
=武英殿叢書 
(1775)

중국
 淸

 金簡
 ？～
1794
등

存

*138종 중 산학서 7종 : 周髀算經⸱附音義, 九章算
術⸱附音義, 海島算經, 孫子算經, 五曹算經, 五經算
術, 夏侯陽算經

集玉齋書籍目錄 “851권”

集玉齋書籍調査記 “851본”
唐板圖書目錄 子部 叢書類 “707冊, 42~44架” “44책, 44가”
李王家圖書室藏書
目錄

類叢書部 叢書類

4 微波榭叢書
중국
 淸

孔繼涵
1739
～1783

存

*17종 중 산학서 : 周髀算經, 策算, 句股割圓記, 
五經算術, 綴術, 緝古算經, 數術記遺, 張邱建算經, 
孫子算經, 五曹算經, 夏侯陽算經, 九章算術

秋史舊藏書目錄
藏書印으로 추사의 장서임을 인지. 목록의 유실된 
부분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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