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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계산법 연구1)

최은아2)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수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18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저슬된 조선
산학서의 대수 영역에서 서양수학의 표현과 계산법을 반영한 내용을 살펴보고, 서양식 계산법과 전통
적 계산법의 공존 관계 또는 대체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세기 산학문헌인 <구수략>,
<고사신서>, <고사십이집>, <주해수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일집>, <산학입문> 등 총 9종의 산학
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대 조작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칙계산법이 과도기적 표현을 거
쳐 유럽 수학의 필산으로 발달해가는 과정과 서양의 비례 개념과 비례식을 형식화하여 명시적으로 다
루는 18세기 산학서의 공통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의 계산식의 수학적 표현
이 점진적으로 형식화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제곱근 계산법이 전통적인 개방술에서 증승개방법의 적
용으로, 다시 유럽 산술이 반영된 제곱근을 구하는 필산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18
세기 조선산학 사례들은 수학의 진화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요용어 : 18세기 조선산학, 서양수학, 전통적 계산법, 필산, 수학적 표현

Ⅰ. 서론

수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교육부, 2015),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근대 유럽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적 아이디어와 연구 노력의 산물로서 역동적으로
발달해온 지식체계이다(Bishop, 1988; Ascher, 1991, D'Ambrosio, 1985). 이러한 관점에서 각 문화권은
본국 고유의 수학지식의 토대 위에 다른 문화권의 수학지식을 수용하고 융합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문화권의 숫자와 계산법이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지고
(Eves, 1953), 이것이 다시 16세기 후반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진 이후에 17세기 후반
유럽 산술의 한역본 상태로 조선사회로 유입된 것을 들 수 있다(김용운, 김용국, 2009).
선행연구들은 수학교육에서 수학사를 활용하는 목적 또는 이점 중의 하나로 수학에 대한 문화적 관

점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에 대한 문화적 관점이란 수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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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Tzanakis & Arcavi(2000)가 분
류한 수학사 활용 목적의 범주 중에서 수학과 수학적 활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을 개발하는 측면과 문
화적, 인간적 노력으로서 수학을 인식하는 측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Gulikers & Blom(2001) 또한
수학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수학사가 수학지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
화시킨다는 인지적 관점의 활용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우정호, 1998; Arcavi, 1991). 이 연구들은 오
늘날의 효율적이고 간편한 해결방법을 두고 굳이 번거롭고 이미 사장된 과거의 수학을 돌아보는가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사장된 옛 지식이 오히려 현재의 수학 개념과 원리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
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Arcavi(1991)는 수학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수학개념과 법
칙들에 대해 재검토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우정호(1998)는 당연시하여 의문조차 갖지 않았던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사고활동이 가능함을 이야기하였다. 또
한 우정호(2018)는 내용과 형식, 표기, 용어, 계산법, 표상양식이 진화하는 수학의 역사가 과거에 제안
된 수학 언어적 접근뿐 아니라 시각적, 직관적, 비형식적인 접근의 의미에 대한 재평가와 오늘날 수학
형식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전통수학인 조선산학에도 당시 사회문화
적 배경과 수학 연구집단의 성과로 수학 지식이 확장되고 진화되는 모습들이 존재하므로(최은아,
2013),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수학사의 활용 목적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 산학 관련 연구는 2002년 이후에 진행된 조선산학서의 번역 작업을 토대로

조선산학서가 다루고 있는 수학 개념과 원리, 계산법 등을 분석하는 수학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
다(김영욱, 2019; 김창일·윤혜순, 2009; 허민, 2008; 홍성사·홍영희, 2008; 홍성사·홍영희·이승온, 2012).
최근에는 소수이긴 하나 조선산학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그 의미
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래영, 김혜영, 이현희(2017)와 양성현(2017)은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여
거리와 높이를 측량하는 계산법인 망해도술(望海島術)의 교육적 활용을 이야기하였다. 전자는 망해도
술을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에서 활용가능한 조선산학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망해도술
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측정하고 문제해결할 수 있는 수행평가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최은아
(2017)는 원주율과 관련된 조선산학의 내용을 교수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원주율에 대한 심화된 이
해를 돕는 구체적인 교수ㆍ학습활동으로 조직화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된 조선산학 연구 중에
서 수학에 대한 문화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 측면에서 서양수학의 수용과 이로 인한 조선산학의 여러
계산법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학의 진화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속성
에 대한 인식에 활용가능한 조선산학의 사례를 감안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양수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18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조선산학서가

대수 영역에서 서양수학의 표현과 계산법을 반영한 내용을 살펴보고, 서양식 계산법과 전통적 계산법이
상호 공존 또는 대체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산학문헌인 <구수
략>과 <고사신서>, <고사십이집>, <주해수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일집>, <산학입문> 등 총 9종의
산학 문헌을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조선산학서에 나타난 여러 계산법과 표현방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
는 것은 수학 지식의 변화 속성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 18세기 조선산학과 서양수학의 유입

조선사회의 18세기는 그동안 경전시했던 중국산학서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 조선산학의 독자적
발전을 이루어낸 시기로 평가받는다. 山原秀城(2017)은 17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산학을 중국수학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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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독자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동국산학, 동산(東算)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17세기
후반 최초의 조선산학서인 경선징의 <묵사집산법>과 박율의 <산학원본>의 출간을 시작으로, 18세기
에는 최석정의 <구수략>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산학서가 출판되는 등 조선산학의 제2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산학의 첫 번째 전성기는 산학제도가 정비되고 왕조의 적극적인 산학진흥책으로 인
해 산학연구가 활발했던 세종부터 성종에 이르는 시기이다(김용운, 김용국, 2009; 山原秀城, 2017).
조선초에서 16세기까지의 조선산학은 산학 취재과목이기도 한 중국산학서 <산학계몽>, <양휘산

법>. <상명산법>을 경전시하여 중국산학 중심의 학문적 경향을 띠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산학은
주(籌)라고 불린 산대라는 계산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산(籌算)이라고 분류되는데, 그 원류는
산대 기반 계산술의 시작인 언어대수책 <구장산술>이다. 중국에서는 한당(漢唐) 시대를 거쳐 송원(宋
元)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주산서가 출간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주산서는 다항식과 방정식의 표
기법이자 다항식의 간단한 계산법인 천원술을 다룬 <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이다. 15세기와 16세기
의 조선산학은 산대 조작에 기반한 주산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던 반면에 동시대의 명(明)의 산학
은 산대 계산법과 천원술이 소실되고 주판을 사용한 실용적 계산이 발달한 주산(珠算)으로 바뀌게 된
다. 시간적 대응 관계로 조선전기는 명의 주산 영향을 받았어야 했지만, 독특하게도 조선산학에서 주
산(珠算)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친 왜란과 호란으로 산학 관련 문헌이 거의 소실된 이후에, 1660년

전주부윤 김시진이 중국에서도 소실되고 없는 <산학계몽>을 경선징의 도움으로 복간한 사건은 조선
산학의 부활의 촉발제였다고 할 수 있다. 山原秀城(2017)은 조선 고유의 산학인 동산(東算)이 17세기
중엽의 경선징으로부터 태동되어 18세기 홍정하의 <구일집>에 이르러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구
일집>을 동산 성립의 지표로 설정한 이유로 산대 기반의 계산술과 천원술의 독자적 계승과 더불어
천원술을 활용한 고차방정식 해법인 증승개방법의 발달을 들고 있다. 실제로 산대 계산법과 천원술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산학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중국수학과의 차별화된 요소였다. 이러한 사회문
화적 배경 속에서 17세기 중엽과 18세기 후반에 걸쳐 다수의 산대 기반 주산서가 저술될 수 있었다.
이미 언급한 경선징(1616～ )이 집필한 <묵사집산법>과 박율(1621～1668)의 <산학원본> 외에도 1700
년에 발간된 최석정(1646～1715)의 <구수략>, 조태구(1660～1723)의 <주서관견>, 홍정하(1684～ )의
<구일집>, 황윤석(1729～1791)의 <산학입문>, 홍대용(1731～1783)의 <주해수용> 등이 주산서에 해당
된다.
<구수략>은 숙종대의 최석정이 유교적 세계관의 근본원리인 주역을 바탕으로 저술한 산학서이다.

대부분의 장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사상(四象)에 대응시켜 전개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주서
관견>은 경종대에 영의정까지 오른 조태구가 <구장산술>의 체계를 따라 집필한 초학자 대상의 산학
서이다. <구일집>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숙종대의 산원 홍정하(1684～?)가 저술한 대수와 기하 영역
을 아우르는 산학서로, 천원술에 근거해 고차방정식을 세우고 증승개방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산학입문>은 각종 산법에 대해서 <산학계몽>, <양휘산법> 등의 인용과 황윤석 자
신의 수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주해수용>은 중국 사신 파견
시 예수회 선교사와 청나라 학자들과 직접 교류 경험이 있는 홍대용이 저술한 책으로, 개인 문집 <담
헌서> 외집 4권과 5권이 수학 문헌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주로 불가, 유가 등의 외국문화가 교과내용의 중심을 이루다가 점

차 우리 전통으로 동화되어 흡수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장상호, 1997). 산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에 유입된 중국산학서를 활발하게 연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18세기에는 본
격적으로 서양수학을 유입하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말 Matteo Ricci를
선두로 포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수학을 비롯한 서양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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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었다. 명(明)말과 청(淸)초의 중국은 정밀한 역법 개정을 위해서 삼각법을 비롯한 서양수
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중국산학이 서양수학의 영향권에 들면서
서양수학과의 통합이 일어난 필산(筆山) 및 서산(西算)의 시기가 도래한다. Needham(1959)은 이에 대
해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중국 고유의 산학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사회가 서양수학을 수용한 방식은 서양선교사들이 서양수학을 직접 전래한 중국의 경

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선지식인들이 서양수학을 접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하나는 사신업무 등으로 중국을 왕래한 조선 관료들이 예수회 선교사를 직접 교류하는 방식이었
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통해 유입한 서양수학의 한역본과 서양수학을 반영한 중국산학서를 해독하는
방식이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홍대용으로, 그의 저서 <주해수용>은 서양의 삼수법과 비교
하여 사율법을 설명하고 삼각팔선 항목에서 삼각함수 정의와 여러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구수략>
의 저자 최석정과 <고사신서>와 <고사십이집>의 저자 서명응 또한 연행사로서 중국에 다녀온 공통
점이 있다. <구수략>은 부록편에서 인도 기원의 격자산 포지금을 문산(文算)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의 매문정이 네이피어 막대를 중국식으로 변형한 주(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용목록에 제시된
<천학초함>은 그가 서양수학의 한역본을 공부한 근거가 된다. 산학 명문가의 수장 서명응 또한 <고
사신서> 산수요략에 인도의 포지금과 네이피어 계산 막대를 변형한 주(籌)를 이용한 책산(策算)을 소
개하고 있다. 또한 <고사십이집> 수예에는 필산(筆算)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사칙계산 알고리즘과
동일한 유럽산술을 소개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 대신 한자수사를 사용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조선사회의 서양수학의 수용은 전자보다는 서양수학의 한역본을 해독하는 후자 방식이 보다 일반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로 유입된 서양수학의 한역본에 대한 기록은 다수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구수략> 인용목록의 <천학초함>은 명나라 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
해 전해진 서학서를 한역한 책들을 모아 1629년 이지조가 편찬한 학술총서이다(김용운, 김용국, 2009).
여기에는 Euclid <원론>의 한역본인 <기하원본>과 서양산술서의 한역본인 <동문산지>가 포함되어
있다. <기하원본>은 Clavius의 <유클리드원론주해> 15권본 중에서 전반부 6권을 Matteo Ricci가 구
술하고 서광계가 필록하여 1607년에 번역한 것이다. 나머지는 1866년 영국 선교사 Wylie의 도움을 받
아 이선란이 번역하였다(장혜원, 2006; 山原秀城, 2017). <동문산지>는 Matteo Ricci가 구술하고 이지
조가 필록한 Clavius의 <실용산술개론>이 중심이 되고 중국산법을 덧붙여 1613년에 출간한 책이다
(山原秀城, 2017). <기하원본>에 대한 기록은 <구수략>뿐 아니라 당시 유학자들의 산학서나 문집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황윤석의 <산학입문>, 홍대용의 <주해수용>, 이익의 <성호사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대표적이다(최은아, 2013).
18세기 후반의 서양수학에 대한 조선지식인들의 반응을 분석한 구만옥(2010)은 조선사회의 대표적

인 서산(西算)으로 <기하원본>과 <수리정온>을 들고 있으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 책들이 ‘역대 수
학자의 제일 위대한 수학서’로 높이 평가받았다고 기술한다. 특히 이익의 성호학파와 서명응-서호수-
서유구로 이어지는 달성 서씨 가문, 황윤석, 홍대용 등의 다수의 유학자들이 서양수학을 탐구한 학자
군이었다. <수리정온>은 황제 강희제의 명으로 중국과 서양의 천문학, 음악, 수학 등 과학지식을 집대
성하여 간행한 <율력역원> 100권 중 53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상편 5권은 수리본원, 기하원본, 산법원
본으로 구성되어있고, 하편은 수부, 선부, 면부, 체부, 말부와 수표로 구성되어 있다. 방정, 개방 등 중
국산학의 여러 계산법과 대수, 삼각함수, 차근방비례 등 서양 산법을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 수학자
매문정의 연구가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수리정온>은 황윤석이 <산학입문>에서 인용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서명응의 <고사십이집>과 <고사신서>에서도 많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서양수학의 수용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산(珠算)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통산학인

주산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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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산대 조작을 기반으로 하는 주산은 조선산학의 중심이었으며, 선진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산(西
算) 또는 필산(筆算)을 보급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8세기의 조선산학은 산대
기반의 전통수학과 서양수학 영향의 필산이 공존한 시기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산학 고유의 특징
을 형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수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18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조선산학서
가 대수 영역에서 서양수학의 표현과 계산법을 반영한 내용을 살펴보고, 서양식 계산법과 전통적 계
산법이 상호 공존 또는 대체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된 분석대상으로 최석정의
<구수략>과 홍대용의 <주해수용>, 서명응의 <고사신서>와 <고사십이집>을 선정하였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권의 산학서는 18세기에 유입된 서양수학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산학서이다. 또한 조선 산학이 경전시했던 중국산학서 <산학계몽>과 17세기의 <묵사집산법>, 18세기
의 <주서관견>, <구일집>, <산학입문>을 추가 선정하여 수학적 표현과 계산법의 시대에 따른 변화
를 비교하거나 분석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총 9권의 조선산학 문헌의 개요는 <표 Ⅲ-1>과 같다.

산학서 시기 저자 산학서 시기 저자

구수략 1700년 최석정(1645～1715) 산학계몽 1299년 주세걸(1249～1314)
묵사집산법 17세기 후반 경선징(1616～ )

고사신서 1771년
서명응(1716～1787) 주서관견 1718년 조태구(1660～1723)

고사십이집 18세기 후반 구일집 18세기 전반 홍정하(1684～ )

주해수용 18세기 후반 홍대용(1731～1783) 산학입문 18세기 후반 황윤석(1729～1791)

<표 Ⅲ-1> 분석 대상

2. 분석 기준

조선산학서는 다루고 있는 계산술이나 문제 맥락에 따라 여러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문제를 제시하
고 답과 풀이를 제시하는 문제해설서 형식을 취한다. 분석 대상의 산학서들은 편제한 단원(門 또는
章)의 수나 명칭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산학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구장산술>의
구장(九章)에 대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각 단원 명칭에서 구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
루고 있는 주제 역시 구장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대수 영역은 속미, 쇠
분, 균수, 영부족, 방정, 소광과 관련이 깊다. 각 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시기에
따른 계산법의 변화가 확인되는 주제로 기본 계산, 비례식, 연립일차방정식, 이차방정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수의 산학서들이 구장에 해당하는 본문을 전개하기 전에 산대표기법과 사칙계산 등 산학학습
의 기초 내용을 선습문(先習門)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산학서
특징을 감안하여 분석 항목을 기본 계산, 비례식, 연립일차방정식, 이차방정식으로 나누어 <표 Ⅲ-2>
와 같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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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해당 구장(九章) 분석의 초점

기본 계산 없음 ㆍ계산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ㆍ계산술에 대한 원리 설명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ㆍ계산 과정 또는 원리 설명에서 수학적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비례식 속미, 쇠분, 균수, 
연립일차방정식 영부족, 방정

제곱근 계산 소광

<표 Ⅲ-2> 분석 기준

기본 계산 항목에서는 가감승제라고 불린 사칙계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분석할 것이다. 산학서
에 따라 승제법(곱셈과 나눗셈)을 선습문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독립된 단원으로 다루기도 하며, 일부
는 덧셈, 뺄셈과 같이 다루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산학의 사칙계산법은 산대 조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산대놓는 법은 가장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 계산 항목에서는 산대놓는 법과
사칙계산법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대수 영역에 속하는 속미,
쇠분, 균수, 영부족, 방정, 소광에 대응되는 계산법에 대해서 각 계산술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장명수(九章名數)로 시작하고 있는 <산학입문>의 저자 황윤석의 설명에 의
하면, 속미(粟米, 속포(粟布))는 물건을 서로 사고 바꾸는 것을 다루는 장, 쇠분(衰分)은 귀하고 천한
등급의 녹봉이나 세금 계산을 하는 장, 소광(少廣)은 넓이, 부피, 제곱, 정사각형, 원을 다루는 장, 균수
(均輸)는 원근수송의 비용을 다루는 장, 영부족(盈不足, 영뉵(盈朒))은 감추어진 것과 보이는 것이 서
로 뒤섞인 것을 다루는 장, 방정(方程)은 어지럽게 뒤섞여있는 것을 양수와 음수로 행렬을 만들어서
구하는 장이다. 소광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하 영역으로 편제할 수 있지만, 제곱근 계산에 해당하는 부
분만큼은 이차방정식을 다루는 대수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분석 항목에 대
해 각 계산술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계산술에 대한 원리 설명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계산 과정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산대 조작 계산법에서 필산으로의 발달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산학은 중국산학의 발전 단계와 달리 산대 조작과 천원술을 바탕
으로 생략대수 성격의 주산(籌算)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山原秀城, 2017). 주산(珠算)의 주판
은 계산의 신속함과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사회에서 기존의 산대를 대체하지 못하였고, 산대 조작
기반의 주산(籌算)은 조선 후기까지고 여전히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8세기부터는 일부 지식인들
이 중국을 통해 서양수학인 서산(西算)을 조선 사회로 유입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러
한 조선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조선산학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선산학의 기본 토대인 산대 조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산학서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산대 대신 붓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선산학 역사에서 드디어 지필
계산인 필산(筆山)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자식 수 표기, 즉 승법적 기수법은 자릿값을 나
타내는 한자수사를 별도로 써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효율적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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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산대를 사용하면 그 자체가 세로놓기와 가로놓기를 교대로
하는 십진 위치적 기수법에 따른 수 표기법이기 때문에 산대 표
기 자체로 계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포산결에 따라 놓은 산대 은 복잡한 한자 표기 二百五十
六을 대신하여 각 자리 숫자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256을 표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대 놓는 법은 모든 계산술의 기본일 수밖
에 없었으며, <묵사집산법>을 비롯한 대부분 산학서는 종횡법,
포산구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포산결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Ⅳ
-1] 左 참조). 18세기 전반의 <주서관견>에도 포산구결 이름의
산대를 펼치는 가결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의 <고
사십이집>과 <주해수용>에는 산대를 놓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산대가 놓인 계산도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에 <주해수용>에서는 한자식 표기와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한 위치적 기수법의 과도기적 표현이 관찰된다. [그림 Ⅳ-1]의 오
른쪽 그림은 825와 22397을 한자식 승법적 기수법이 아닌 한자

수사를 인도아라비아 숫자처럼 사용하여 위치적 기수법으로 나타낸 사례이다.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은 본격적으로 필산에 의한 사칙계산을 다루고 있는 산학서이다. 저자

서명응은 가감승제 단원 서두에서 ‘근래 들어 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수의 위치를 기록하여 서
로 곱하고 나누는데 이것을 필주(필산)라고 부른다. 이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쉽고 빠르기 때문에 지
금부터 필산으로 식을 세운다’는 문장을 제시하여 필산의 장점과 이를 도입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선후기의 산학 명문가를 이끌었던 서명응이 중국에 사신으로 두 번이나 다녀온 이력과 유럽의 대수
학, 삼각법과 <기하원본> 등이 한역되어 수록된 <수리정온> 내용이 <고사십이집>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자의 적극적인 서양수학 수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림 Ⅳ-2]는 <고사십이집>
가감승제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필산의 계산도이다.

         ×     ÷   

[그림 Ⅳ-2] 고사십이집의 필산
[그림 Ⅳ-2]가 보여주는 방식은 인도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자 수사로 표기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는 오늘날의 세로셈 알고리즘과 동일한 원리이다. 덧셈에서는 천의 자리에서 받아올린 올림수 1만큼
만의 자리에 점 한 개를 찍은 모습이 보이며, 거꾸로 뺄셈에서는 만의 자리에서 받아 내린 내림수 1
만큼 만의 자리에 점 한 개를 표시한 모습이 흥미롭다. 곱셈  ×   은 오늘날 방식과 동일하며,
나눗셈  ÷   는 제수 7의 위치가 피젯수 343의 왼쪽이 아니라 위쪽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
늘날 세로셈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서명응은 가감승제 단원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칙계산
의 원리를 이해하게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존의 문제해설서 형식의 산학서에서 찾
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무엇보다도 산대를 조작하는 전통적 방식과 비교할 때 필산이 ‘매우 간단하고

[그림 Ⅳ-1] 묵사집산법의 종횡법
(左), 주해수용의 수 표기(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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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다’라는 서명응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덧셈과 뺄셈은 산대를 가지고 피가수와 피감수만을 1행으로 나타내고 가수와 감수와의 계산

을 머릿셈으로 진행하여 1행의 산대를 변형시켜가는 방식이었다. 곱셈은 승수의 자릿수와 산대를 놓
는 방식에 따라 인법, 가법, 승법, 보승이 있었으며, 나눗셈은 구귀법, 감법, 귀제법, 상제가 있었다. 계
산법에 따라 산대로 나타내는 행의 개수가 달랐으며, 행의 갯수에 따라 일격산, 이격산, 삼격산으로
불리었다. 다음 [그림 Ⅳ-3]은 <구수략> 통론팔법장의 보승과 상제에 실린 계산도이다.

보승  ×    상제  ÷   

② ← ① ② ← ①

1 0

3 6

3

1 2

6

3 0

6 4

2 5

6

6

3 8 4

6

[그림 Ⅳ-3] <구수략>에 실린 산대로 하는 곱셈과 나눗셈
그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산대 기반 사칙계산은 위치적 기수법을 사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산과정에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였으며 계산 도중 산대배열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를 걱정해야 한다
는 점과 계산의 중간과정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Siu, 2006). 18세기 후반의 <고
사십이집>이 산대계산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 필산을 소개하는 정도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로셈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한 필산으로 산대 기반의 전통적 계산법을 완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자 서명응의 시대를 앞서하는 수학적 안목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필산 이외에 서양수학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곱셈계산법이 18세기 산학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바로 인도의 포지금(鋪地錦)과 매문정의 주산(籌算)이 해당된다. 포지금은 우리에게
는 격자산 또는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Boyer & Merzbach(2000)에 의하면 이탈리아 베니
스 지방에서 창문에 걸었던 발 gelosia가 어원이다.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과 중국으로 전해지
고, 다시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문정의 주산(籌算)은 산대 기반 주산(籌算)과
한자가 동일하나 완전히 다른 계산법이다. 주산은 청의 수학자 매문정이 Napier가 고안한 네이피어 막대
(Napier‘s bones)를 가로로 변형하여 만든 주(籌)를 이용하는 곱셈 방법으로 책산(策算)으로도 불린다.
[그림 Ⅳ-4]의 ②가 서명응의 <고사신서>에 소개되어 있는 매문정의 가로방향 횡주(橫籌)이다.

① <산학입문> 포지금
 ×   

② <고사신서> 주(籌) ③ <고사신서> 주산
 ×   

④ <구수략> 필산
    

[그림 Ⅳ-4] 18세기 산학서에 제시된 사칙계산 계산도
[그림 Ⅳ-4] ①의 포지금은 2행 2열의 격자를 만들어 각 칸에 대각선을 그은 다음, 피승수와 승수의

각 자릿수를 곱하여 각 칸에 나누어 쓴 후, 대각선 방향으로 모든 수를 더하여 곱의 각 자릿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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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③의 주산은 승수 12에 해당하는 제1주와 제2주를 상하로 나란히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피승수 36의 6을 승수 12에 곱한 결과를 두 개의 籌의 제6열에 쓰인 값인 06(0)과 12를 더해
072를 얻는다. 이번에는 피승수 36의 30을 승수 12에 곱한 결과를 두 개의 籌의 제3열에 쓰인 값인
03(0)과 06를 더해 036을 얻은 다음 한 자리 올려서 적는다. 마지막으로 072와 360을 더한 432가 원하
는 답이다. 이렇듯 주산은 곱셈구구를 외우지 않더라도 곱셈구구가 적힌 막대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든 곱셈계산법이 18세기 초반의 <구수략>에 모두 소개되어 있
다. <구수략>의 부록에는 더 이상 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붓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문산(文
算)편이 있는데, [그림 Ⅳ-4]의 ①과 같은 포지금과 ④의 필산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
적 문항 없이 중국식 세로방향의 籌와 주산을 소개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주목할 것은 시기에 따른 사칙계산 방법의 변화가 조선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작용과 당시

수학 연구 집단의 인간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에 산학 취재 고시과
목으로서 경전시되었던 <산학계몽>은 순수하게 산대 조작에 기반한 사칙계산만을 다루고 있으며, 승
제장을 7개 門으로 편성한 17세기 산학서 <묵사집산법>과 8개 단원으로 편성한 18세기 전반의 <주
서관견> 또한 산대 계산법만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구수략>은 산대 기반 계산법을 자세하게 다루
고 있을 뿐 아니라 文算이라는 이름하에 포지금, 주산, 필산을 소개함으로써 전통적 계산법과 서양수
학 계산법이 상호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1718년의 조태구가 하지 못한 일을 1700년의 최석정이 선
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양수학 영향의 계산법 수록 여부를 단지 시간적 순서로만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을 뜻한다. <기하원본>과 <동문산지> 등의 서양수학 한역본을 수록한 <천학초함>을 인용목록
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석정은 일찍이 서양수학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서양식 계산법에 대한 수용 자
세를 가졌던 반면에, 이십여년 후의 조태구는 서양수학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굳이 서양
수학을 소개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18세기 후반의 서명응은 <고사신서>
와 <고사십이집>에서 서양수학의 영향인 포지금과 주산, 유럽의 필산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대의 황
윤석은 <산학입문>에서 포지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통적 산대 계산법만을 다루고 있다. 삼각법
등의 서양수학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대용의 <주해수용>마저도 사칙계산법에 대해서는
전통적 계산법만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서양수학을 반영한 새로운 사칙계산법에 대한
수록 여부가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저자 개인의 수학적 안목과 산학 문헌의 집필 의도
까지를 감안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석정과 서명응은 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붓을 사용
하여 기록하는 필산이 빠르고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판단한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서명응
은 필산이 전통적 산대를 대신할 것을 예측한 수학적 통찰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학 연구자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칙계산법의 역사적 발달 방향은 산대 조작 계산에서
필산으로 변화해가는 전체적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비례식의 형식화

구장 중에서 속미, 쇠분, 균수장은 비례 개념에 바탕을 둔 다양한 계산술을 적용하는 단원이다. 18
세기 산학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변화는 서양의 비례 개념과 비례식을 형식화하여 명시적
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으로 조선산학은 교환이나 비례배분 상황 등의 다양한 비례 현
상을 금유술과 같은 비례 계산술로 해결하고 있었다. <구장산술>로부터 유래한 금유술은 비례식의
네 항을 소유율(주어진 비율), 소유수(주어진 수), 소구율(구하는 비율), 소구수(구하는 수)라 하여, 구
하고자 하는 소구수를 소유수와 소구율을 곱하여 소유률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다. 사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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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삼수법(rule of three)에 해당하는 ‘소유율:소유수소구율:소구수’ 라는 오늘날의 비례식 개념
이 내포되어 있지만, 전통산학에서는 두 양 사이의 비가 동치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
는다. <구장산술>의 속미, 쇠분, 균수가 바로 비례 개념을 이용한 장이며, <산학계몽>과 <묵사집산
법>, <구일집>은 이승동제문, 고무해세문, 귀제승실문, 절변호차문, 귀천차분문, 차등균배문, 귀천반율
문 등의 다수 단원에서 비례와 비례배분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미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조선사회는 서양산술서의 한역본인 <동문산지>와 유럽

산술이 수록된 <수리정온>이 유입되고 보급된 시기였다. 조선사회에 수용된 서양 산술은 산학 연구
자들에게 전통 산법인 이승동제, 동승이제가 서양의 정비례, 반비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
었으며, 기존의 알고리즘 위주의 비례 계산술을 네 항 사이의 동치관계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고 할 수 있다. <산학계몽>과 <묵사집산법>, <구일집>이 전통적인 금유술과 이를 확장한 귀천
율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외의 산학서는 모두 네 항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는 서양의 비례
사율을 소개하거나 적용하고 있다. 유럽 산술의 한역본인 <동문산지>를 수록한 <천학초함>을 인용목
록에 포함시킨 <구수략>은 준승과 준제 단원에서 비례식의 항의 순서에 따라 소유율을 1률, 소유수
를 2율, 소구율을 3률, 소구수를 4율이라고 명명하고 사율사이의 비례 관계를 논하고 있다. 동일한 내
용이 <주서관견>의 사율법, <산학입문>의 비례사율, <주해수용>의 사율법, <고사십이집>의 사율비
례에 설명되어 있다. 특히, <산학입문>은 ‘비례사율의 구별이 처음 서양에서 시작되었으며, <동문산
지>와 <수리정온>에서 비례사율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통적 산학에 이미 사율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고사십이집>은 더 나아가 ‘비례란 지금 있는 수를 이용하여 지금 없는 수를 구하
는 방법이다. 비례 관계가 같으면 2율과 3율을 곱한 수가 1율과 4율을 곱한 수와 같다’는 설명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과 동치인 비를 표현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이 비례식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제
해설서 형식의 산학서와 차별화되는 구성이다. 또한 서양의 비례와 전통산학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
는데, 전통적 계산법인 이승동제를 정비례(正比例)로, 동승이제를 전비례(轉比例), 동승동제를 합률비
례(合率比例)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묵사집산법> 이승동제문 <고사십이집> 속포수법
(問) 지금 銀 5냥 8전 5리로 쌀을 7섬 7말
4되를 살 수 있다. 다만 銀 19냥 7전 1푼이
있다고 할 때 살 수 있는 쌀은 얼마인가?
(術) 다만 있는 銀과 쌀 7섬 7말 4되를 곱
하여 152섬 5말 5되 5홉 4작을 얻는다. 이
값을 지금 銀 5냥 8전 5리로 나누어 26섬
2말 8되를 얻는다.

(問) 만약 현미 416석 8두 8승을 도정하여 백미
333석 5두 4합을 얻는다면, 현미 1석으로 얻을 수
있는 백미는 얼마인가?

(術) 416석을 1율로 하고, 333석 5두 4합을
2율로 하고, 1석을 3율로 하면 4율인 8두를
얻는다.

[그림 Ⅳ-5] 정비례 문제에 대한 다른 풀이 
[그림 Ⅳ-5]는 정비례 문제에 대해 17세기의 <묵사집산법>의 풀이와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

의 풀이를 비교한 것이다. <묵사집산법>의 풀이는 전통적 계산법인 금유술을 적용한 것이다.
소구수  소유수× 소구율 ÷ 소유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떤 양이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계산 알고리즘만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고사십이집>의 풀이는 네 개의 양을 사
율에 대응시킴으로써 비례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고사십이집>은 사율비
례 단원에 걸쳐 각 문제에 내포된 비례 관계가 정비례인지, 전비례인지, 합률비례인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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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립일차방정식 계산식 표현의 점진적 형식화

대수 영역의 두 번째 변화는 방정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정에 대해서 황윤석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을 양수와 음수로 행렬을 만들어서 구하는 장’으로, 조태구는 ‘어지럽게 섞인 양수와 음수를
다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방정술은 연립일차방정식의 계수와 상수항을 산대를 사용하여 세로로 나
타낸 후 각 열의 실수배와 열 사이의 가감을 산대로 조작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음수를 자연스
럽게 사용한 것은 동양수학에서 음수의 출현이 빨랐던 이유이기도 하다. 방정술은 현재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인 가감법과 원리가 동일하며, 계수행렬을 사용하는 점에서
Gauss-Jordan 소거법과 유사하다. 다만 방정식의 계수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배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한자의 표기원칙인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Ⅳ-6]의 <주서관견>의 방정 풀이는 산대를 이용한 전통적인 풀이법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의

풀이로는 솥과 술병의 무게를 각각  라 하면, 연립일차방정식        를 얻을
수 있다. 계산도에서 두 방정식의 계수가 세로 방향으로 행렬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정술 해법은 <산학계몽>은 물론 17세기의 <묵사집산법>, 18세기 전반의 <구수략>과
<구일집>, 18세기 후반의 <산학입문>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주서관견> 방정 제8 <고사십이집> 방정수법
(問) 솥(鼎) 3개와 술병(彛) 2개 무게가 155냥

이고, 솥 4개와 술병 5개 무게가 265냥이다.

솥과 술병의 무게는 각각 얼마인가?

(풀이) 산대를 펼친다. 오른

쪽 위 3을 왼쪽 줄에 각각

곱하여 솥 12, 술병 15, 무게

795를 얻는다.(하략)

(問) 말 4마리와 소 6마리 값이 은 48냥이고, 말 3

마리와 소 5마리 값이 은 38냥이다. 말과 소 한 마

리당 가격은 각각 얼마인가?

(풀이) 말 4마리, 소 6마리,

가격 48냥을 위에 나열하고,

말 3마리와 소 5마리, 가격

38냥을 아래 나열한다.(하략)

[그림 Ⅳ-6] 연립일차방정식 문제에 대한 다른 풀이 
반면에 <고사십이집>은 연립일차방정식         의 계수행렬을 산대로 나타내지

않고 붓으로 기록하는 필산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계수들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열한
점은 오늘 날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서명응은 새로운 계산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행에 3을 곱하고 아래에 있는 행에 4를 곱하여 새로운 계수들을 얻어 다시 가로로 나열한다. 마
지막으로 두 행을 빼면 2마리의 말(牛 02)이 8냥(銀 008)이 되어 말 한 마리가 4냥임을 얻게 된다. 이
와 같은 계산 과정은 변수 와 를 사용하여 등식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변수 와 를 생략하고 계수만을 나열하는 새로운 수학적 표현이 제시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전통적인 방정술과 <고사십이집>의 새로운 방정식 풀이, 학교수학의 연립
일차방정식 해법은 모두 동일한 원리를 가지며, 다만 수학적 표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고
사십이집>의 수학적 표현이 갖는 장점은 산대로 진행하는 전통적 방정술의 경우에 중간 과정이 남지
않아 검토가 불편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구수략>에도 [그림 Ⅳ-6]의 <주서관견> 문제와 숫자까지 동일한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구수략> 사상변수 소음지수 정부교제 단원에서 최석정은 [그림 Ⅳ-7]과 같은 계산도를 연속적으로



최은아

36

제시하고 있다. 연립일차방정식        에 대해서, ①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계수를 나타낸 행렬이고, ②는 1열에 3을 곱하고 2열에 4를 곱한 행렬이며, ③은 1열에서 2열을 뺀 결
과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결과적으로 솥 7개 무게가 175냥이므로, 솥 한 개의 무게가 25냥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① 제1도










 







② 제2도










 






③ 제3도










 







④ 별해 그림

[그림 Ⅳ-7] <구수략>의 연립일차방정식 풀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석정이 별해로 제시하고 있는 계산도 ④이다. 그림 ④는 전통적인 산대 표기

가 없이, 필산의 형식으로 방정식 계수를 1행과 2행에 나열한 것이다. 이후에는 2행에 3을 곱하여 3행
을 얻고, 1행에 4를 곱하여 4행을 얻는다. 마지막 5행은 3행에서 4행을 뺀 결과로 솥 7개의 무게가
175냥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솥 한 개 무게는 25냥이고, 이 값을 1행이나 2행에 대입하게 되면 술
병 무게 33냥을 얻는다. 이상의 풀이 과정은 [그림 Ⅳ-6]에 제시된 <고사십이집> 풀이와 계산 원리뿐
아니라 수학적 표현까지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고사십이집>의 방정식 해법의 수학적 표현이
<구수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700년의 최석정이 <천학초함>을 인용목록에 포함시키고 있
고, 18세기 후반의 서명응이 <수리정온>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수학자 모두 한역
본 형태로 유입된 유럽 산술의 내용을 본인들이 저술한 산학서에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구장 중에서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장이 방정이라면, 영부족술은 특수

한 알고리즘 속에 연립일차방정식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남고 부족하다는 뜻의 영부족(盈不
足) 또는 영뉵(盈朒)에 대해, <산학입문>은 감추어진 것과 보이는 것이 서로 뒤섞인 것을 다루는 장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고사십이집>은 미지수들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교차로 드러난 문제를 다
루는 장으로 설명한다. [그림 Ⅳ-8]에 제시된 <주서관견> 문제는 전형적인 영부족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알고리즘으로 해결한다. 각자가 씩 내면 이 남고, 씩 내면 가 부족한 영부족상

황을 산대를 이용하여   

 
로 나타낸 다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한 곱의 합인  , 남음과 부족

의 합  , 각자 내는 돈의 차   를 이용하여 전체 물건 값을 

 로, 사람수를  

  로

구하는 특수 알고리즘이다. [그림 Ⅳ-8]의 <주서관견> 문제는 각자가 물건 7개씩을 가지면 7개가 남고, 9

개씩 가지면 11개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영부족술에 따라 전체 물건 개수는 

 ×   × 
 (개), 사람

수는  

 
 (명)를 얻게 된다.



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계산법 연구

37

<주서관견> 영뉵 제7 <고사십이집> 영뉵수법
(問) 1인당 물건 7개를 나누면

7개가 남고, 1인당 9개를 나누

면 11개가 부족하다. 사람수와

물건 개수는 각각 얼마인가?

(계산도)

(問) 물건을 사야 하는데, 1인당 은 6냥을 내면 6냥이 남고 1인

당 은 4냥을 내면 4명이 부족하다. 사람수와 물건 개수는 각각

얼마인가?
(계산도 1) (계산도 2)

[그림 Ⅳ-8] 영부족 문제에 대한 계산도 
[그림 Ⅳ-8]의 <고사십이집> 문제의 (계산도 1)에도 동일한 영부족술을 적용하여 서로 대각선으로 곱

한 곱의 합  ×   ×    , 남음과 부족의 합    , 각자 내는 돈의 차     가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의 수표기는 더 이상 산대를 이용하지 않는 일종의 필산이다. 또한 서명응이 제시하고
있는 해설은 계산도에 내포된 수학적 원리가 비례 개념임을 설명한다. 즉 사람 수를 특수 알고리즘

  

 
 로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사율을 적용한           율의 비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물건값 또한 전통적 영부족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   × 
  를 구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구한 사람 수 5를 부족 상황에 대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큰 변화는 (계산도 2)가 나타내는 별해에 있다. 물건 값을 먼저 얻는 별해의 계산과정은 다음

과 같다. 6냥을 4냥에게 곱하면 부족한 돈 4냥을 6배한 것이 되어 24냥이고, 4냥을 6냥에 곱하면 남는
돈 6냥을 4배한 것이 되어 24냥이다. 24냥과 24냥을 더한 48냥을 2율로 하고, 6배와 4배를 뺀 2배를 1
율로, 1배를 3율로 하여 비례식을 적용하면, 4율인 물건값 24냥을 얻게 된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상의 풀이과정에 나타난 비례사율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배   ×   ×   배  율이
다. 또한 위 내용을 오늘날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영부족술에 내포된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의 원리가

보다 잘 드러난다. 먼저 사람 수 와 물건값 에 대해서 연립일차방정식      ⋯ ①
    ⋯ ② 식을 세운

다. ①식에 4를 곱하고 ②식에 6을 곱하여      ⋯ ③
    ⋯ ④ 를 얻는다. 다음으로 ④식에서 ③식을

빼서   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2로 나누어 물건 값   를 얻는다. 별해에 내포된 비례식과 오
늘날의 풀이를 비교하면, 비례식 배   ×   ×   배  율이   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명응이 제시하고 있는 별해에는 연립일차방정식     

   
에서 가감법을 적용하

여 가 소거된      을 얻고, 이 식의 양변을   으로 나누면 물건값 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법 및 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전통적인 영부족술 단원에서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 18세기에 수용한 유럽산술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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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곱근 계산의 필산과 도해

제곱근을 구하는 전통적 계산술은 <구장산술> 소광장으로부터 연유한 개방술이다. 개방술은 넓이
가 주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날의 제곱근 풀이법에 해
당하며 이차방정식 해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8세기까지 조선산학이 다루고 있는 제곱근 풀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장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술로서, <산학계몽>을 거쳐 17세기 <묵사집산

법>, 18세기 전반의 <구수략>과 <주서관견>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이다. 개방(開方)이라는 용어에서 추
측할 수 있둣이, 개방술에는 정사각형을 분할하는 기하학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제곱해서 484가 되는

수, 즉 를 계산하는 개방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 초상 20을 가정하여 제곱 400을 뺀 나
머지 84를 구한다. [그림 Ⅳ-9]의 왼쪽 그림에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A의 넓이()를

제외한 형태의 넓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제곱근의 둘째 자리인 염법 2를 가정하여 84에서
 ×  ×  을 뺀 나머지가 0이 되는 과정이다. 그림에서 2개의 직사각형 B의 넓이  ×  × 와

정사각형 C의 넓이 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는 가정한 근사해의 합인    로
구할 수 있다. 이상의 풀이과정에 담긴 핵심적 아이디어는 정사각형을 보다 작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

로 계속 분할해간다는 아이디어이다. 또한 개방의 아이디어를 일반화하면,     을 만족하는 

와 를 찾기 위해서 에서 먼저 를 빼내고, 순차적으로 두 개의 와 을 빼서 나머지가 0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 전개식이         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한
다.

<묵사집산법> 기하적 접근 <구일집> 증승개방법의 조립제법 아이디어

20 2 

20 

2 

A B 

B C 

立元天一爲平方面 自之爲平方之積 仍爲隅法寄左 列積與寄左相消

得開方式 以平方開之 (하략)

  
 


 

   ⋯ ①




  ⋯ ②
   

 


  ⋯ ③
   ⋯ ④

[그림 Ⅳ-9] <묵사집산법>과 <구일집>의 제곱근 계산 아이디어
두 번째 유형은 [그림 Ⅳ-9]의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증승개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18세

기 전반 <구일집>에서의 제곱근 풀이는 기존의 개방술을 벗어나서 증승개방법이라는 고차원적인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Ⅳ-9]에서 알 수 있듯이, 증승개방법과 개방술의 가장 큰 차이는 484의 제
곱근을 기하학적 대수가 아닌 이차방정식의 해로서 대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바로
다항식과 방정식의 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다항식의 계산 방법인 천원술(天元術)의 사용이다. 천원
술은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산대를 이용하여 최고차항의 계수를 맨 아래에 표시하
고 그 다음 차수의 계수를 그 위에 연속적으로 새로 방향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림 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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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 인용문은 천원술을 사용하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를 (  의 0, 1 표기), 넓이 

을 (    의 0, 0, 1 표기), 이차방정식     을 (    의   , 0, 1 표

기)로 나타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 풀이에서는 먼저 첫 번째 근사해인 초상을 20으로 가정하여
이차항의 계수인 우법이 1, 일차항의 계수인 종방이 20, 상수항인 실이 400이 된다는 조립제법의 ①과
정을 설명한다. 다시 우법 1과 초상 20을 곱하여 20을 얻어 더한 다음 새로운 종방 40을 얻는다는 조
립제법의 ②과정이 제시된다. 이어서 두 번째 근사해인 차상 2를 가정하여 계산하여 종방 42를 얻고,
상수항 실 84를 얻어 결국 0이 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이는 모두 조립제법의 ③과 ④과정과 일치
하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초상과 차상의 합인 22가 이 문제의 답이다. 이상의 모든 과정이 맨 아래
조립제법으로 나타낸 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승개방법 풀이에서 개방술과 같은 기하
학적 아이디어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증승개방법을 이용한 제곱근 계산법은 방정식의 계수에
추정한 근사해를 곱하고 더하는 것을 반복하는 대수적 방식으로, 전통적인 개방술과 비교하여 보다
형식화되고 진화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곱근 계산법의 마지막 유형은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이 평방(平方)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

는 필산이다. 결론적으로 평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과 계산도는 오늘날 제곱근 계산법과 거의 동
일하다. [그림 Ⅳ-10]의 왼쪽 계산도와 가운데 제시된 오늘날의 제곱근 계산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인
도아라비아 숫자 대신 한자 수사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명응은 문제 ‘정사각형 넓이가 1장 44척(144척)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
가?’에 대해서 필산에 의한 제곱근 계산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각 자
리가 넓이의 두 자리 수마다 정해지므로 1과 44의 간격을 띄어 표시해야 한다는 것과 144의 백의 자
리 1과 일의 자리 4 위에 각각 변의 길이의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를 써야한다는 등의 상세한 설명은
기존의 산학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술 방식이다.

         

  
 
   

  


[그림 Ⅳ-10] <고사십이집>의 제곱근 계산도와 평방 도해 
[그림 Ⅳ-10]의 오른쪽 그림은 필산 평방법에 대한 단계적 설명 이후에 이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

는 별해에서 제시된 도해이다. 일단 정사각형을 분할하는 그림이 모눈 형태로 제시될 정도로 정확하
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도해와 함께, 정사각형 갑을병정()에서 무기경갑( × )을 빼
낸 다음 두 직사각형 정신기무( × )와 기임을경( × ), 정사각형 신병임기( × )를 빼내면 나머지
가 0이 됨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설명은 제곱근 계산법의 전통적 유형
인 개방술의 아이디어와 동일하다. 다만 그 과정이 평방 계산도로 형식화되고 시각적, 직관적, 비형식
적 접근의 의미를 갖는 도해로 표상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곱근 계산법은 조선산
학의 역사에서 계산법과 표상양식이 변화하고 발전한 사례에 해당한다. 수학의 진화적 속성과 사회문
화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Ⅳ-10]에서 제시된 계산도와 도해의 원 출처는 <수리정온> 하편 면부의 평방이다(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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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17). 당시 중국에 전해진 서양수학을 집대성한 <수리정온>의 서양 산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서명응과 달리, 동시대의 홍대용은 <주해수용>에서 평방법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는다. 18세기
초반 선도적으로 서양수학의 일면을 소개한 최석정도 <구수략>에서 산대 조작의 전통적인 개방술만
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18세기 후반의 서명응이야말로 유럽 산술의 새로운 계산법을 소개하고 적용
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수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 계산법
과 새로운 서양식 계산법이 상호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서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과감하고 선도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山原秀城(2017)은 서명응에 대해서 서
양수학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리정온>을 상세하게 연구함으로써 조선산학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Ⅴ. 결론

수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적 아이디어와 연구 노력의 산물로서 역동적으로 발달해온 지식체계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산학 또한 전통산학의 토대 위에 중국산학을 유입하고 서양수학을 수용하
는 등 다른 문화권의 수학지식을 수용하고 융합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은 서양수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18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
타난 서양수학의 표현과 계산법이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고, 서양식 계산법과 전통적 계산법이 상호
공존 또는 대체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산학문헌인 <구수
략>과 <고사신서>, <고사십이집>, <주해수용>을 중심으로 하여 17, 18세기 조선산학서 <묵사집산
법>, <주서관견>, <구일집>, <산학입문>과 산학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산학서 <산학계몽> 등
총 9종의 산학 문헌을 선정하였다. 각 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시기에 따른 계산
법의 변화가 확인되는 주제로 기본 계산, 비례식, 연립일차방정식, 이차방정식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
하였다. 각 계산술의 내용뿐 아니라 원리에 대한 설명, 계산도와 도해 등 수학적 표현의 차이에 초점
을 맞추어 18세기 조선산학서에 반영된 서양수학의 수용을 살펴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대 조작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칙계산법이 유럽 수학의 필산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산대 표기법은 한자식 수 표기의 번거로움을 보완한 십진 위치적 기수법
에 따른 수 표기법이었을 뿐 아니라 산대 표기 자체로 계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조선산학이 주산(籌算)이라고 불릴 만큼 산대 표기와 산대조작은 조선산학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계산 도중에 산대를 흐트러뜨릴 위험이나 중간 계산과정이 남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는 불
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18세기 후반의 산학서가 선택한
방법은 한자 수사를 인도아라비아 숫자처럼 사용하여 위치적 기수법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해수
용>은 825를 기존의 한자식 표현 八百二十五가 아니라 八二五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자식 표
기법과 산대 표기법이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십진 위치적 기수법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의 과
도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은 본격적으로 필산에 의한
사칙계산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서명응은 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수의 위치를 기록하여 서로
곱하고 나누는 필산이 매우 간단하고 쉽고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산의 도입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사십이집>에 제시된 사칙계산의 원리와 계산도는 인도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자 수사로 표기했
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세로셈 알고리즘과 동일하였다. 한자를 사용한 필산으로 산대 기반의
전통적 계산법을 완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조선산학이 다른 문화권의 수학지식을 수용하고 융합 발전
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계산법 연구

41

한편 1700년에 저술된 <구수략>은 산대 기반 계산법도 다루면서 다른 문화권의 포지금, 주산, 필산
을 文算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통적 계산법과 서양수학 계산법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이다. <기하원본>
과 <동문산지> 등의 서양수학 한역본을 수록한 <천학초함>을 연구한 최석정은 일찍이 서양수학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서양식 계산법에 대한 수용 자세를 가졌던 인물이었다. 누구보다도 이른 시기에
선도적으로 서양수학을 연구하고 수용한 최석정의 사례는 수학 지식이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작용뿐
아니라 수학 연구집단의 인간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둘째, 18세기 산학서의 공통적 변화는 서양의 비례 개념과 비례식을 형식화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통산학은 금유술, 이승동제, 동승이제를 비롯한 다양한 비례 계산술이 발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산학서는 이러한 비례 계산술을 적용하여 교환이나 비율 환산, 비례배분 상황
등 다양한 비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8세기 조선사회는 서양산술서의 한역본인 <동문
산지>와 유럽 산술이 수록된 <수리정온>이 유입되고 보급된 시기였다. 조선사회에 수용된 서양수학
의 사율비례는 산학연구자에게 전통 산법인 이승동제가 서양의 정비례에 해당하고 동승이제가 반비례
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기존의 알고리즘 위주의 비례
계산술을 네 항 사이의 동치관계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묵사집산법>의 전통적
인 금유술 풀이가 어떤 양이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
하고 있다면, <고사십이집>의 비례 단원에 제시된 해설은 네 개의 양을 사율에 대응시킴으로써 동치
비로서의 양 사이의 비례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계산 공식을 적용하는 기존 산학서
의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계산법에 내포된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방식 또한 조선산학이 서양수학의 이론적이고 논증적인 전개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에서는 계산식의 수학적 표현이 점진적으로 형식화되는 모습을 관찰되었

다. 전통산학의 방정술은 연립일차방정식의 계수와 상수항을 산대를 사용하여 세로로 나타낸 후 각
열의 실수배와 열 사이의 가감을 산대로 조작하는 방법이다. 방정술은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루는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인 가감법과 원리가 동일하며, 계수행렬을 사용하는 점에서 Gauss-Jordan
소거법과 유사하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에서 연립일차방정식의 계수행렬을 산대로
나타내지 않고 붓으로 기록하는 필산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칙계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표현방식이 전통적인 표현방식을 완전히 대체한 사례에 해당한다. 방정식의 계수들을 인도아
라비아숫자 대신 한자를 사용하여 가로로 나열한 표현방식은 변수 와 를 생략했다는 점을 제외하
고 오늘날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표현은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의 계산식에 대한 수학
적 표현이 점진적으로 형식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사십이집>에 제시된
과도기적 표현이 <구수략>에서 이미 제시된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00년의 최석정
이 유럽 산술이 실린 <천학초함>을 연구한 경우라면 18세기 후반의 서명응은 서양수학을 집대성한
<수리정온>을 연구한 경우이다.
한편 미지수들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교차로 드러난 문제를 특수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전통

적인 영부족술에서도 더 이상 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필산으로 해결하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고사십
이집>이 제시하고 있는 해설과 계산도는 영부족술에 내포된 수학적 원리가 비례 관계라는 것과 비례
관계 또한 연립일차방정식 해법의 원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영부족술 사례는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법을 비례 관계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것은 Arcavi(1991)와 우정호(1998)가 말한 수학교육에 수학사를 활용하는 장점 중의 하나인 수학사를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사고활동이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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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곱근 계산법은 전통적인 개방술에서 증승개방법의 적용으로, 다시 유럽 산술이 반영된 제곱
근을 구하는 필산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개방술은 <구장산술>에서 유래하여 <산학계몽>을
거쳐 17세기 <묵사집산법>, 18세기 전반의 <구수략>과 <주서관견>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이었다. 개
방술에는 개방(開方), 즉 정사각형을 분할한다는 기하학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
편 18세기 전반 <구일집>에서의 제곱근 풀이는 기존의 개방술을 벗어나서 증승개방법이라는 방정식
해법이었다. 증승개방법과 개방술의 가장 큰 차이는 기하학적 대수가 아닌 천원술을 사용한 이차방정
식의 해로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의 <고사십이집>의 평방(平方) 필산은 인
도아라비아 숫자 대신 한자 수사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제곱근 계산법과 거의 동일하
였다. 따라서 제곱근 계산법은 조선산학의 역사에서 계산법과 표상양식이 변화하고 발전한 사례로, 수
학의 진화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학이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근대 유럽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적 아이디어

와 연구 노력의 산물로서 역동적으로 발달해온 지식체계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산학 또한 역대 왕조의 전통산학의 토대 위에 다른 문화권의 수학지식을 수용하고 융합 발전시키
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중국산학 중심이었다면, 18세기는 본격적으로 서양
수학과 이를 반영한 중국수학을 수용하여 조선산학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해석가
능하다.
특히 본 연구는 조선산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수학의

역사 측면뿐 아니라 수학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산학
서에 나타난 여러 계산법과 표현방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수학 지식의 변화 속성을 이해하
고 관련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학 개념과 원리들
에 내포된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음미하고, 과거의 계산법과 용어, 표상양식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
는 기회가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 조선산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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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presentation and Algorithms of Western
Mathematics Reflected on the Algebra Domains of Chosun-Sanhak

in the 18th Century

Choi, Eunah3)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presentation and algorithms of western mathematics
reflected on the algebra domains of Chosun-Sanhak in the 18th century. I also analyzed
the co-occurrences and replacement phenomenon between western algorithms and
traditional algorithms. For this purpose, I analyzed nine Chosun mathematics books in the
18th century, including Gusuryak and Gosasibiji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identified the process of changing to a calculation by writing of western
mathematics, from traditional four arithmetical operations using Sandae and the formalized
explanation for the proportional concept and proportional expression. Second, I observed the
gradual formalization of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the solution for a simultaneous
linear equation. Lastly, I identified the change of the solution for square root from
traditional Gaebangsul and Jeungseunggaebangbeop to a calculation by the writing of
western mathematics.

Key Words : Chosun-Sanhak in the 18th century, Western mathematics, traditional algorithms,
calculation by writing, mathema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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