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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urvey on the geometric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Joseon
mathematics. We have relatively many research papers on the history of equa-
tions in Joseon but the history of geometry is limited to that of trigonometry (gu-
gosul). We survey on the results on the whole geometr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western geometry in Joseon.

Joseon mathematics developed differently during several different periods. We
investigate how geometric theories developed during those periods and the mean-
ing behind them. We do not claim that our survey is anywhere close to a complete
one. This is rather a preliminary attempt to collect research results to plan our re-
search following those of our prede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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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 개관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논문에 연구 발표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다시

소개한다.
조선의 구고술에 대한 논문으로는 가장 먼저 홍정하의 『구일집』을 연구한 호문룡(2002)

[7]가 있다. 이 논문은 구일집 전체를 연구한 것은 아니고 그 중 『구고호은문』을 비교적

자세히 연구했다. 유인영(2003)[27]은 남병길의 『유씨구고술요도해』에서 양화술이라는 특

정한 계산법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허민(2005)[6]도 『유씨구고술요도해』를 연구한 논문을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Wook: Dept. of Math., Korea Univ. E-mail: ywkim@korea.ac.kr
KIM Soyoung: Dept. of Math., Korea Univ. E-mail: sykim0224@gmail.com
Received on Jun. 15, 2022, revised on Jun. 25, 2022, accepted on Jun. 28, 2022.

http://dx.doi.org/10.14477/jhm.2022.35.3.073


74 A Survey on the Geometry of Joseon

썼다. 이 논문은 이 책의 모든 문제를 분류하고 중국 산서에서 보이는 구고술 문제와 비

교했다. 유인영과 허민의 논문은 이 두 사람이 『유씨구고술요도해』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쓴 논문이다. 한편 홍성사 등의 논문(2007, 2017)[10, 17]은 사원옥감의 구고술이 조선의
산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홍성사 등의 논문(2007, 2008)[11, 12]은 처음으로 조선의
여러 산서에 들어 있는 구고술을 비교 분석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고술을 자
세히 개관했고 조선에서는 홍정하와 조태구를 중심으로 분석 비교했으며 황윤석, 홍대용
도 간략히 취급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홍길주, 남병길과 이상혁, 조희순의 산서를 연구
분석했다. 이 두 편의 논문으로 조선의 구고술은 전통 구고술을 포함하여 서양 수학의 영
향을 받은 구고술까지 모두 잘 정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논문에서 다룬 19
세기의 산서 연구에서는 3차원 기하학 특히 구면 위의 기하학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
장혜원(2009)[4]은 조선 시대의 여러 산서에서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의 종류를 분류하여

전통적 접근방식이 어떻게 삼각형을 기하학적 대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서양

수학의 영향을 수용해 나가는가를 설명했다. 윤혜순(2011)[28]은 조선 산학에서 구고술이
어떻게 방정식에 연결되고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여기서는 『구일집』

과 『유씨구고술요도해』 그리고 『차근방몽구』를 비교 연구하여 천원술이 자유자재로 사용

되던 때와 『수리정온』의 영향이 심했던 19세기 전반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홍성사
등의 논문(2015, 2016)[15, 16], 이경언(2016)[24], 김영욱(2019)[22]은 정약용이 썼다고 되
어있는 독특한 산서를 분석하여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수학적 특징을 여러

가지 찾아 소개했다. 이 밖에도 홍성사(2018)[13]은 조태구가 『주서관견』에서 『수리정온』

의 기하학적 논증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연구했으며, 홍성사 등의 논문(2019)[14]는 조
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해도산경』의 문제들에서 양휘의 방법과 서양 기하학의 닮은꼴

방법을 병행해서 수용한 내용을 해설했다.
구고술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조선 산학의 연구로서는 상당한 분

량이며 이 밖에 각각의 산서의 번역본에도 책의 해제를 비롯해서 문제의 해설 등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번역본 가운데 역자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학의 해설
에서 또는 번역문 자체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가려서 읽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이 논문을 쓰는 데 조선 산학에 관한 사료는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수학편[2], 중국

산학은 중국과학기술전적통휘[3]를 사용한다. 조선과 중국의 산서의 원문 또는 그림은 모
두 이 참고문헌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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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1.1 조선의 유학과 산학

조선은 초기에 국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정치의 폐해를 없애고 신흥 사대부의 지

위를 확고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당시의 새로운 유학을 국가의 중심 사상으로 선택했다.
송대에 발전한 주자학이 중심이 된 조선의 사상은 모든 학자들의 생각의 바탕이 되었고 이

것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보인다. 조선의 학자들이 모두 산학을
학문으로서 바라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6예의 하나로서 익히는 것을 바람직한 도구로
여긴 듯하다. 그리고 산학을 익힌 수준에 따라서는 산학을 기술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인
식했다. 특히 산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에서도 사고 방식이 유연해져서 정치적
입지나 사상 면에서 편중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주자학이 비록 경직된 정치적이고 사회
도덕적인 규범들을 깰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반면에 서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학이나 천문학의 과학적인 관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유

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유학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 덕분에 조선 중기의 많은 학자들이 천문학과 산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천문학이 단순

히 별을 관측하고 점을 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천문 현상이 지극히 과학적일뿐만

아니라 역법을 만들고 이를 산학을 사용해서 계산해 맞출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데 아무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특히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과 고위 관
료들은 직접 산학을 공부했고 나아가서 산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산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경원하거나
한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특별히 산학을 중요하게 생각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산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됐다. 조선 후기의 기하학의 연
구를 종합해 보면 이런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조선의 산학은 시기적으로 3번의 부흥기를 가진다. 첫 번째는 15세기 전반 세종 때이다.

이때는 우리만의 역법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서 산학을 발전시켰다. 이때
는 중국 산학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연구됐을 때이고, 조선 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산학을 기술로서 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조선

왕조실록』[1]의 기사 내용처럼 이 당시의 산학의 수준은 매우 높았지만 반면에 계산법에
치우친 발전이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
때는 이미 산학이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 자체로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이 기간은
아직 서양의 수학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서 그 내용은 전통 산학뿐이었으며

그 수준을 가능한 최대한 끌어올린 시기이다. 세 번째는 18세기 중엽부터 조선 말까지이
며 서양 산학이 유입되며 이를 소화하고 사용할 수 있게 발전시킨 기간이다. 이 시기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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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시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법의 도입과 계산을 따른 발전이었지만, 15세기와는 달
리 재빠른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서양의 과학 발전 속도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산학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서양 수학을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전통 산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 점이 수학사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1.2 중국 산학의 역사

기하학과 관련된 중국의 산학이 가장 잘 정리된 곳은 홍성사 등의 논문 [11]이고 방정식
과 관련된 중국 산학의 내용은 홍성사의 강의록[8]이다.1) 이절과다음절에서는이내용을
간단히요약해두며자세한내용은이논문을참조하기바란다.
구고술은 중국의 『구장산술』에 등장하므로 동양의 전통수학의 시작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천문 산서인 『주비산경』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그의 증명에 해당하는 도설이 들어
있는 점은 하늘을 재는 방법으로 구고술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로 구고술은
전통산학에서가장중요하고도어려운문제를다뤘다. 천문학을제외하더라도측량문제를
해결할수있는도구였으므로일찌기산학의중요한주제가되었고이런문제는피할수없게

제곱근등의계산으로연결되므로수학발전의중심에놓일수밖에없었다. 즉,구고술은기하
적 문제와 대수적 문제가 융합하는 중심에 있었으므로 고대 전통수학 발전을 주도한 이론이

되었다.
초기의 구고술은 기하 문제를 2차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었다. 그리고 2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도형을 기초로 하는 알고리즘이었다. 이런 기하학적인 대수학의 방법론은 발전을
거듭하여 당나라의 왕효통의 집고산경에 오면 3차 및 4차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들어있다.
당나라는안정된정치를바탕으로나라를발전시켰으며,산학에서는그동안발전시킨수학적
내용을모아서십부산경으로발간함으로써산학발전의기틀을마련했다. 이런효과는송나
라에이르기까지산학의큰발전으로이어졌고특히방정식의이론에서천원술과증승개방법

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다. 지금 남아있는 13세기의 산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기하학적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문제는기하학적문제로서구고술을통하여방정식으로연결된결과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11–13세기의큰수학적발전은기하학적사고를통하여이뤄졌으며이의바탕에는구고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13세기 말에 중국 수학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주세걸의
『사원옥감』은 구고술계산을위해개발된방정식이론이라고봐도과하지않다. 여기까지의
이론은방정식을세우는문제이고천원술및사원술은이를위한동양산학의답이었다.
천원술과 사원술은 세워진 방정식을 다루고 소거하는 방법으로는 뛰어났지만 다항식을

곱하는 계산은 아직 알고리즘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주세걸의 『산학계몽』의 계산을 보면

1) 중국의 방정식 관련 내용은 김영욱 등에 의한 『한국수학문명사』[23]의 부록에 다시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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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2)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거된 1변수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보이며 이는 개방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중국의 남쪽과
북쪽은 이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는지, 북쪽에서는 천원술의 계산 내용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개방술의 세부 계산 방법은 설명하지 않은 반면에 남쪽에서는 반대로 방정식의 구성 과정은

별로설명하지않고근을구해내는개방과정의설명에치중하는양상을띈다. 따라서주세걸
등의 책에는 근을 구하는 방법의 설명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한 반면에 진구소의

책에서는 21개의도표를그려서증승개방법의활용예를자세히설명했다.3)

기존의기하학적방정식풀이법은제곱근풀이법을일반화한것이어서도형의분할에전적

으로의존하는방법이었고 13세기당시에는 「석쇄개방법」이라고 불렸다. 이도형의분할을
체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11세기경 세계 최초의 2항전개 계수표이며 이것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수학자의이름을따서 「가헌삼각형」이라불린다. 그러나천원술에맞게계산과정은
변천을 거듭했고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2항전개표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증승개방법」이
개발되었다. 이것은획기적인발견이어서계산속도가몇배이상빨라졌고이는과학발전을
이끌어냈다. 1280년원나라에서만들어진 『수시력』은이런계산방법의발전이없었으면전혀
불가능했을것이다.
이 체계는 세종대왕에 의해서 15세기 조선에 그대로 도입되었고 『칠정산』이라는 커다란

업적을냈으며, 본격적으로서양수학이도입되기시작하는 18세기중엽까지조선의산학의
모델이됐다.

13세기까지발전된중국의산학은현실문제를해결하는뛰어난체계였음에도그속에내
재하는약점을가지고있었다. 잘지적되는사항으로산대를사용한천원술은효율적인반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미지수를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기호로 나타내지
못함으로써기호대수학으로의발전가능성이약하다는점이다. 따라서중국산학은다항식을
다루면서도이를계산의과정으로만이해하고넘겼다. 천원술은다항식자체를대상으로보는
데더뎠으므로서양수학과는전혀다른방향으로나아가게됐으며,그결과중국의구고술은
더이상의대수화가이뤄지지못했다.

13세기 구고술의 특징을 보면 기호화하지 못한 어려움이 드러난다. 양휘에 의해서 개발
된 공식 표기법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합과 차로 만들어지는 1차식 10개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사용해말로나타내는방법이다. 이것은양휘의 『상해구장산법』(1261)에 「구고생변십
삼명」4)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 10개의 식은 「화(和)」 , 「교(較)」계열이라고 부르며, 각각

2) 이 내용은 한국수학사학회 콜로키움에서 홍성사에 의해 여러 번 강조된 내용이다.
3) 이에 대한 홍성사의 설명은 주세걸 등의 시기인 13세기 말이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여서 종이값이 비싸서
책을만들때길게설명할수없었다는것이다. 이것이그럴듯하기도하다. 중국의북쪽은항상전란에시달렸고
송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자들은 도관이나 시골의 장원에 기숙하며 공부했던 힘든 시기였다. 반면에
남송은 경제가 활발하고 전쟁의 여파를 덜 받았다고 보인다.

4) 勾股生變十三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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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씩으로 구고화, 구현화, 고현화, 현화화, 현교화 그리고 구고교, 구현교, 고현교, 현화교,
현교교이다. 예를들면직각삼각형의세변의크기를 a(勾) < b(股) < c(弦)이라할때, a+ b

는구와고의합이므로 「구고화(勾股和)」 , b−a(> 0)는구와고의차이므로 「구고교(勾股較)」

라고부르는식이다. 이가운데는세변모두의합과차도있다. (Table. 6.3)
양휘의기하학에서확인할수있는중요한내용은동양기하학의닮음비이론이다. 유휘가

『구장산술』에 주를 붙이면서 도형과 추론을 추가할 때 기하에서 닮음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것은직사각형의대각선위의점에서가로세로로직선을그어나뉜작은닮은
직사각형의 변의 비례 관계를 나머지 직사각형의 넓이의 등식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서양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양휘는 『속고적기산법』(1275)에 해도산경의 「중차」 문제와
풀이를싣고이방법을도입해서증명으로삼았다.
중국에서는 16세기 말부터 서양 수학이 도입되면서 전통 산학은 대부분 잊혀졌고 재빨리

서양수학으로대체되었다. 산대를사용한계산은송대에발명된주산의계산으로대체되면서
천원술자체가사라지기에이른다. 개방술은증승개방법훨씬이전의말을사용해기술하는
개방법만이 남은 듯하며 이는 18세기 초까지 중국의 방정식 풀이법이 되었다. 천원술은 18
세기에홍정하에게이사용법설명을들은중국의사신하국주에의해다시중국에전해졌고

이후그복원에전력을다했음이기록돼있다 [29].
조선에전해진중국산서는 17세기말까지는 『양휘산법』 , 『산학계몽』 , 『상명산법』 , 『산법

통종』뿐이었으며 『산법통종』(1593)은출간되자곧바로일본에전해진것과는달리전쟁의여
파와후금의국경봉쇄로조선에는상당히늦게서야들어왔다고알려져있다 [8]. 조선호조의
산원들은실용적인산학만을주로사용했으므로 『상명산법』이가장많이쓰였다고보이지만,
관상감 관원이나 양반 산학자들은 이보다 이론적인 『양휘산법』과 『산학계몽』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양휘산법』은 여러책으로나뉘어구성돼서문제가흩어져있었기때문에문제의
구조와분류는 『산학계몽』을많이따랐고계산방법은해설이자세한 『양휘산법』을따랐다.

1.3 후기조선의학문연구시스템

고대부터동양의천문학은제왕의학문이라서가장중요하게여겼던과학이었지만세종대왕

때한번의대성공을보인이후조선은이를국가차원에서연구시키고발전시키지는못했다.
물론관상감에서의꾸준한연구가있었고특히 1650년경에시헌력을사용하기로하면서국가
의비용으로관상감관원을북경에파견하여 10년에걸친학문수입노력을기울이기를했어도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당시 조정과 관상감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나는변화,특히서양의발전해가는과학에대해제대로알지못했고한사람을파견하는
것으로이를감당할수없다는사실을파악하지못한것이한가지원인이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온 발전된 서양 수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부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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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학자들사이에서이뤄졌다. 실제로후기조선의산학자들가운데상당수는높지않은
관직을 가졌거나 또는 재야의 학자들이었으며 대를 이어 차츰차츰 발전해 나간 사실로부터

관이주도한학문연구가아니라정부밖의학자커뮤니티의자생적연구에힘입은바가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상감에서 정부가 수집한 자료 또는 관상감 제조가 수입할 수
있었던자료의덕을톡톡히본것은이상혁이었다.
조선의학문은중요한가문을중심으로연구되고쌓여나가는시스템이었다. 임금앞에서의

논쟁은정부정책을결정하는중요하면서도유일한기회였고중요가문들은최상층관료에자

신의문벌사람을올려놓고이런논쟁을통해서자신의철학이정책에반영되도록했다. 이의
순기능은 각 가문이 정책의 안을 만들고 이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는 점과

이렇게 만들어진 안들이 임금 앞에서 경쟁해서 최종으로 선택되는 매우 개방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운영했다는점이다. 그리고이것은이결정을이끌어내는임금의자질과능력에크게
의존한다는점을간과할수없다. 세종이나영조,정조등의임금이좋은평가를받는부분이다.
이런논쟁은그내용이예법과철학과같은것일때정치상황과맞물려서당파싸움이되고

사화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달랐다. 예로 17세기 중반에 시
헌력의도입을놓고토의가벌어졌을때찬성과반대쪽은과학과수학을공부하고그결과를

가지고 시헌력 도입 논쟁을 벌였으며, 시헌력 도입에 반대했던 전라관찰사 김시진(金始振,
1618∼1667)은 이 논쟁을 위해서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산학계몽』을 다시 목판으로 간행
해서 연구할 정도였다. 즉 반대를 하려고 해도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정확히 좋고 나쁜 점을
지적하는 과학적 반대가 되어야 했다. 실제로 이때 중간된 『산학계몽』은 조선 후기의 수학
발전에결정적역할을했다. 임진왜란과병자호란을거치면서조선에서는산학을아는사람도
별로없었고책도거의남아있지않았지만 1660년에중간된 『산학계몽』은 그 이전 100년의
갭을곧바로메꿨고 17세기의박율과경선징을거쳐서 18세기초의산학자들이뛰어난성과를
낼수있는발판이됐다.
그러나이런시스템은 18세기부터유입된서양과학을감당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국가가

학문을 주도하고 전문 과학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조선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감지하지못했다. 반면에국가차원의지원이없어도조선의학자들은맡은바역할을
다했다. 조선후기의산학자들면면을보면조정의말단관리,정승,판서,시골의현감,무관,
재야의학자등여러위치에서묵묵히수학을연구하고국가프로젝트없이도국가에필요한

내용들을채워나갔다. 이들은아마도서로의교류를통해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들을알
아서 만들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다른 학자들의 학문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고 미비한 국가

시스템을보완했다. 이것이조선의저력이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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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기중국의구고술

2.1 명과청의구고술

중국산학의일반적역사는방정식론이중심이될수밖에없으며가장발달했던 13세기의
중국 산학은 명나라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쇠퇴했음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해
결력에서의쇠퇴를말하지만고차방정식을다루는일이적어졌음을뜻하는것뿐이기도하다.
일상적 문제에서 산학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는 여러 산서의 출간에서 알 수 있다.
홍성사 등(2007)[10]은 명대에 출간된 산서로 구고술을 다루는 것 가운데 서양 수학이 들어
오기전의것으로오경(吳敬)의 『구장상주비류(九章詳注比類)』 (1450),왕문소(王文素)의 『산
학보감(算學寶鑑)』 (1524), 고응상(顧應詳)의 『구고산술(勾股算術)』 (1533), 정대위(程大位)
의 『산법통종(算法統宗)』 (1592)를들고있고,서양수학의영향을받은것으로는서광계(徐光
啓)의 『구고의(勾股義)』 (1605)와 『측량이동(測量異同)』 (1608),이지조(李之藻)의 『동문산지
(同文算指)』 ,매문정(梅文鼎)의 『구고천미(勾股闡微)』5),방중통(方中通)의 『수도연(數度衍)』
(1661),두지경(杜知耕)의 『수학약(數學鑰)』 (1681)을 들고있다. 이이후에도많은책이출간
되지만여기까지가 18세기초반까지발전한조선의전통구고술에영향을줄수있는책들이다.
이들책의내용은전부정리돼서 『수리정온』에 실려있으며 18세기중반이후조선의산학에
큰영향을끼쳤다.
우선 오경의 구고술은 전통 구고술을 착실히 옮겨 놓은 것이며 양휘의 『상해구장산법』에

들어 있는 구고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다고 한다. 왕문소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문제(述
古佳題)와 자신이 새로 지은 문제(比證新題)로 나누어 113개의 문제를 실었으며 오경보다
발전된이론을전개했다.
고응상은구장산술이후에발전한구고술을모두양휘가정리한방법을따라정리했다. 그는

양휘가만든 10개의화(和)와 교(較)를 사용해서식을말로나타내는것이불편함을느끼고있
었으나사원술을사용하지않아불편함을감수하였다. 그가구고문제를푸는데 2차방정식의
근과계수의관계를적절히사용한것은이전보다발전한것이다. 그러나홍성사등(2007)[10]
은 그것이천원술의발전에는장애로작용했다고보고있다.

14세기부터 여기까지의 중국 구고술이 조선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 근거로
『구장산술』의 구고문제 14번과 21번은 『양휘산법』이나 『산법통종』에는들어있지않고조
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기타 서적이 조선에 들어오지 않은 증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명대의산서로조선에들어온가장이른산서는 『산법통종』임이거의확실하고,
최석정의 『구수략』에인용되어있다. 이책의구고술은고응상의수준을넘지않는다고한다.
서양 수학이 중국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1583년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5) 이것은 뒤에 손자 매각성(梅瑴成)에 의하여 재편집돼서 『구고거우(勾股擧隅)』 (1759)로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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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에 도착하고 1595년에 남경에 들어온 후이다. 처음 중국에서 저술된 서양 수학은
마테오리치와서광계가공동번역한 『기하원본』 (1607)이다. 이책은유클리드의 『원론』의
앞쪽 6권을번역한것이다. 이를통해서논증기하가처음중국에소개되었고이것은조선의
조태구에게큰영향을주었다. 중국의구고술은이때부터서양기하학의형태를띄게되었다.
논리적 전개는 중국의 용어로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는 「법(法)」과 그의 논리적 근거인 「의

(義)」 가운데 「의」에해당하는것으로서광계는 「의」의중요성을강조했다. 그는 『구장산술』
에들어있는전통산학은 「법」만을다루고 「의」를다루지않은것으로생각하였다.
이것은그가쓴책의이름에 「의」가등장하는것으로도잘알수있다. 그는 「측량법의」에서

『구장』과 『해도산경』의문제를다뤘고 『구고의』에서는화(和)와 교(較)를 사용해서세변을

구하는문제의논리적근거를다뤘다. 이책은전통구고술에대한서양의증명을싣고있어서
이후중국구고술의방향을결정했다.
매문정은 1702년에 60권으로 이뤄진 『역산전서』를 편찬해서 강희에게 바쳤다. 이 속의

구고술은 『구고천미』6)에들어있다. 이의제1권은매문정의제자양작매(楊作枚)가 저술한
『구고정의(勾股正義)』를 그대로싣고있다. 후에손자매각성이이 1권을삭제하고나머지를
재정리한 다음 새로운 문제를 첨가한 것이 『매씨총서집요(梅氏叢書輯要)』의 제18, 19권의
『구고거우』와 『기하통해(幾何通解)』이다.
양작매의구고술은법(法)과 논(論)으로 나누어설명하였다고하며,닮은삼각형은 「同式」

대신 「相似」를 사용하였다. 홍성사 등은 양작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이야기했다. 이내용과매문정의구고술에대한자세한해설은홍성사등(2007)[10]의
논문을볼것이다.
매각성은이내용을다시정리한 『구고거우』에서삼각함수를통한서양의방법을매우높

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대부분 정리되어 청나라 초기의 방중통의 『수도연』
이란 방대한 산서에 6권과 7권으로 들어가 있다. 또 두지경의 『수학약』에서도 40항목으로
구고술을정리했다. 이들은모두서양수학의영향으로그림을통한증명을하고있다. 이들은
『수리정온』에모두정리됐으며이에대한것은다음절에간략히설명한다.

2.2 『수리정온』과 『역상고성』

『수리정온』과 그의 조선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홍영희(2006)[18]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여기서는이논문에서뽑아서아주간단히조선산학에의영향을짚어둔다.
잘알려져있는대로명나라에들어서서서양의수학이들어오면서중국에서는마테오리

치와서광계(徐光啓, 1562∼1633)와이지조(李之藻, 1565∼1630) 등에의해서서양서적들이
많이중국어로번역돼나왔다. 그러나명나라말기에오차가누적된역법을서양방법에맞춰

6) 『역산전서』의 제46∼49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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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력하기위하여 『숭정역서(崇禎曆書, 1634)』를 만들었으나혼란한정국으로미처시행하지
못했고뒤이어들어선청나라는이것을다시고쳐써서 『시헌력(時憲曆, 1645)』으로 반포했
다.7) 이 역법의 근본이 되는 수학은 이전에 번역되고 정리된 산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서양 수학을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됐다. 특히 청나라의 황제 강희(康熙, 1662∼1722)의 관
심과 지원으로 서양 수학이 활발하게 연구됐고 그 결과는 『율력연원(律曆淵源, 1723)』으로
집대성됐다. 이 책은 산학과 천문학 그리고 음률의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산학 부분의
제목은 『수리정온』 ,천문학은 『역상고성』 ,음률은 『율려정의』이다.
홍영희는우리가다룬조선산학자가운데 『수리정온』을볼수있었던것은아마도황윤석

과홍대용부터일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이전에서양수학을다룬최석정과조태구는모두
타계한후에이책이조선에들어왔을것이고홍정하는비록몇년의기간이겹치기는하지만

중인신분으로이책을접할기회는없었다고보인다.8)

반면에 명대에 저술된 서양 수학 내용은 적어도 일부가 조선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가

운데 『천학초함』과 『주산(籌算)』 등이최석정의저술에언급되었으며,조태구는서광계등의
『기하원본』을연구했음이틀림없다. 『주산』은 『서양신법역서』에들어있는것이므로이또한
아마도 17세기부터조선에들어와있었을것이다.
『수리정온』 상권의내용은중국의전통수학에대한간단한해설로시작하여제2∼4권까

지는 『기하원본』이 들어있다. 이책은서광계등이번역했던 Clavius의 『기하원본』이 아니
라 I. G. Pardies(1636∼1673)가 쓴 『Elemens de Geometrie』 (1671)을 번역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클리드 『원론』의 제7권을 정리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편은 상편을 기초로 하여
수학을주제별로나누어기술한다. 기본적내용을지나면 「선부(線部)」 , 「면부(面部)」 , 「체부
(體部)」로 나눠서차원별로설명한다. 그리고나서마지막부분에 「차근방비례」에서 방정식
을해설하고,어려운문제와대수계산등을덧붙였다. 『수리정온』은본문만큼두꺼운부록을
가지고있는데이것은대수표와삼각함수표이다.
황윤석과홍대용은모두이책을언급하고있는데황윤석은 『산학본원』에수리정온의내용

을일부뽑아넣었지만홍대용은실제로 『수리정온』의내용을사용한부분이없다고한다.
『수리정온』은서호수에와서 『수리정온보해』에서본격적으로연구됐다. 홍영희는저자가

서호수임이알려지기전이어서 『수리정온보해』가쓰여진연도를 1730년과 1787년두가지로
추측했다. 그러나 지금은 저자가 밝혀져 있으므로 1787년에 쓰여진 것이 맞다. 『수리정온
보해』는 34개 항목을 수록했고 모두 『수리정온』의 내용이며, 29개는 『수리정온』의 문제를
변형한보제(補題)와 그대로가져온원제(原題)들로 이뤄져있다. 이가운데 7번, 8번항목은
삼각형문제이고 9번은원에내접하는정18각형문제이다. 마지막부분 27번∼29번에는간평

7) 『시헌력』의 정식 명칭은 『서양신법역서(西洋新法曆書)』이다.
8) 이미 『구일집』을 정리해 놓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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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簡平儀)와지평일구(地平日晷)의시각선과계절선을그리는방법을설명하고있다. 이것은
천문학의내용이라서 『역상고성』에들어있어야맞는것이아닐까도생각되지만공간기하학

문제로분류된듯하다. 이것은천문의기제작에중요한내용이어서중요하게취급되었다고
보인다.
이책을평하면서홍영희는서호수가 『수리정온』의장점을제대로파악하고있다고보았다.

특히 『기하원본』을제대로연구했으며,조선최초로차근방비례를정확하게이용하였고,대수
(logarithm) 계산을소개하는데그내용또한정확하다고평했다.
『수리정온』은 19세기에들어와서이상혁의산학에큰영향을끼쳐서 『차근방몽구』(1854)

를 저술하게했으며남병길과의공저로보아야하는 『산학정의』(1865)의 내용의전개방식은
완전히 『수리정온』을따르고있다고한다. 이밖에최한기의 『습산진벌』이나조희순의 『산학
습유』도이의영향을받은산서이다.
한편천문학에관심이많았던조선학자들의궁극적목적은 『역상고성』을이해하고활용하

는것이었을것이다. 이책에들어있는수학은맨앞부분에천문학형태의응용문제로해설돼
있는구면삼각법의내용이다. 이내용은아마도모든학자들의연구대상이었다고보이며뒤
에서보는것처럼서호수까지는이를사용하지못했다고보이고그의다음세대인홍길주에서

처음이면서도완벽한이해에도달했다. 자세한내용은해당항목에서설명한다.

2.3 매각성과 『적수유진』

1723년에 『수리정온』이나왔고이속에는매문정이연구했던많은수학내용이들어있지만
이것을 『매씨총서집요』로 다시정리한것은그의손자매각성(梅瑴成, 1681∼1763)이다. 이
책은 매문정의 수학 60권과 매각성 본인이 보충하는 내용 두 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두 권
가운데하나가 『적수유진』이란책이다. 이책은 15개정도의수학문제와풀이로이뤄져있는
작은책이지만조선에서는이책이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 아마도많은학자들이천문학의
계산과 관련해서 이 책을 참조한 듯하다. 그 이유는 천문학에서 필요한 몇가지 핵심 계산을
뽑아 수록했으며, 이 내용들이 매문정의 총서나 집요에 빠져있거나 또는 들어있는 해설이
틀렸기때문이다. 대표적인것으로지방의위도(北極出地)를계산하는방법(問2)과같은것이
있다.
여기서는 『적수유진』의 11번구고술문제를알아본다. 이문제를통해서당시중국전통수

학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홍성사(2008)[9]는 이상혁의 『차근방몽구』가 『수리정온』
과 『적수유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11번 문제를
비교하였는데이논문에서의평가는다음과같다:

“매각성은이문제의설명에 4차방정식을얻어이를풀고있다. 또이방정식을우
(隅),상렴(上廉),하렴(下廉),실(實)로나타낸것도이상하고,이에대한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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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2 = (ab)2 = (c+ b)(c− b)b2이므로 b에관한 4차방정식이얻어진다고한것도
이해할수없다.”

이런 평가는하나도이상하지않다. 다음에서보듯이매각성은전통천원술의용어와개념을
매우혼동하고이다.

11번문제는간단한구고술문제로다음과같이쓰여있다:

직각삼각형의넓이를알고높이와빗변의합을알때이삼각형을풀어라. [감종
번적을써서 4차방정식을푼다.]9)

즉직각삼각형에서 A = ab/2와 B = b + c를알때 a, b, c를구하는문제이다. 『수리정온』
에는정확히이문제는없지만 a+ b, b−a, a+ c또는 c−a가주어진문제가있으므로설명되

어있다고봐도무방하다. 그러나 『적수유진』에서는 『수리정온』과 달리 천원술과개방술을
사용했다. 그러나증승개방술은아니다.
이상혁은 『차근방몽구』에서이문제를풀기위해 b에대한 3차방정식을만들었다. 방정식을

만든방법은다음과같다 [9].

(2A)2 = a2b2 = (c2 − b2)b2 = (c+ b)(c+ b− 2b)b2 = B2b2 − 2Bb3

여기서 b = x라놓고양변을 B로나누면구하는방정식은다음과같다:

−2x3 +Bx2 = 4A2/B.

반면에 『적수유진』에서방정식구성과정은뒤쪽에따로설명하고있지만이부분의설명은

처음보면두서가없다. 그리고문제바로뒤의설명에서방정식은실이 4A2이고대종삼승방

(帶縱三乘方)이며 상렴과 하렴이 있는데 둘 다 B이며 부우(負隅)가 2라고 하고 있다. 그러
니까 4차방정식인데계수는차례대로 4A2, B, B, −2란말이고따라서이방정식이 4차라면
계수가하나모자란다 [9].
이제방정식을구성한부분을자세히보면 b2× (c− b)× (c+ b)를차례로계산하고이것이

4A2이라고하였다. 여기까지보고풀이계산을보면이상혁과같은방정식에도달한것같다.
그런데이방정식설명에따르면,지금구성한것은편입방(扁立方,납작한육면체)인데폭과
길이는고(b)와 같고높이는교(c− b)라고 하였다. 여기다다시 B = (b+ c) = 96를곱하면

이 편입방이 B개 쌓여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大高立方) 따라서 화수(b + c)를 종(縱)으로

하여 감종삼승방법(減縱三乘方法)을 쓴다고 했다. 여기서 감종입방법을 쓴다고 하면 맞다.
그러니까지금까지설명한것은입방(3차방정식) 문제인데여기서상수 B를한번더곱해서

실을 4A2을만들고대고입방이라고보면서 4차원이됐다고생각한듯하다. 그래서우(隅)는

9) 有勾股積 有股弦和 求諸數 [用減縱飜積開三乘方]



KIM Young Wook & KIM Soyoung 85

4A2/Bx

x x x

B

α

α 2α

(B − 2α)α2

α

β

β

α 2α

α2 × 2β

(2α+ β)β(B − 2α− 2β)

Figure 1. Illustration of the problem no. 11 in “Chishui Yizhen(赤水遺珍)”. This diagram repre-
sents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seen from front (left) and side (right) each. The grey volume
in top one represents the equation 4a2/B = (B−2x)x2. In the side view the width of the grey
area is the differrence betweenB and 2x and thus the method is called “jianzong(減縱)”. In the
middle one the length of the chushang(初商) α and the volume computed with the chushang
is shaded grey. In the bottom one the area is further divided using the cishang(次商) β. The
yellow volume is equal to the formula above (in red) and the blue volume to the formula be-
low (in blue); 『적수유진』의 11번 문제의 도해. 이 그림은 3차원 육면체인데 왼쪽은 정면도이고 오
른쪽은 입면도를 나타낸다. 맨 위 그림은 방정식(4A2/B = (B − 2x)x2)로 회색 부분이 방정식이고
입면에서 −2x만큼을뺀것이실이여서감종이다. 가운데그림은초상 α를잡고계산한결과방정식이
회색부분이다. 맨아래그림은차상 β를가지고계산한부분. 노란색부분의부피는위쪽에빨간색으로
나타냈고, 파란 부분의 부피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2만적었는지모른다. 그러나실제로는우(隅)가 −2×B가돼야맞고문제는 3차방정식이
된다.
매각성의풀이를그림으로보면 Fig. 1과같다.
그의계산과정의설명도감종입방즉 3차방정식풀이계산과유사한데다만마지막순간에

B = 96을 한 번 더 곱해서 96층 만큼의 적(積)으로 고쳐서 실 4A2에서 뺐다. 그리고 이때
곱하는 B = 96은 상렴이라고 했다. 풀이에서는 하렴을 방정식의 계수로 보지만 상렴은 이
추가된 차원의 두께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혼돈스런 계산법을 제외하면 계산은 정확히
그림으로설명하는감종법(減縱法)에 맞게초상과차상을구하였고그결과옳은답 b = 45를

구하고있다.
혼동되는부분을고치면서맞춰보면매각성은 3차원입체를 B = 96개그려놓고전통적인

개방술을사용하려했는데이입체한개와 96개사이를왔다갔다한듯하고입방이나삼승방과

같은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혼동을 적절히 고쳐 계산하면 나머지 계산은 들어맞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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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혼동은다음과같은 『적수유진』의산대표기오류와잘맞아들어간다: 여기서왼쪽첫
번째줄의마지막두자리의수를모두수직방향으로표기했고오른쪽은세번째줄의맨왼쪽

두자리의수를모두수평방향으로표기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산대의 사용에 매우 익숙하지 않으며 표기 규칙에도 익숙하지

않음을보여준다. 조선의산서에서는이런초보적인실수는단한개도보이지않는다. 따라서
매각성은평생을수리정온방식의서양차근방에익숙해있었고천원술과개방법은초보수준

을넘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조선의 상황은 이것과는 정반대였다. 조선 산학자들은 모두 천원술과 개방술에 능했으며

필요에따라서는언제나물어보면잘설명해줄수있는사람들이많았다. 반면에조선의학자
들에게서양의수학을잘설명해줄사람은전혀없었다. 따라서조선의산학자들은독학으로
서양의수학을익혔으며가능하면언제라도전통산학을쓸준비가돼있었다. 19세기중엽의
산학자들이 서양 수학을 연구한 결과 모두 천원술 내지는 사원술과 개방술로 선회한 것은

하나도이상한일이아니라고하겠다.
조선의산학자들에게서양의수학을설명해준사람이없었다는사실은,다음절에서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개념의 혼동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손쉽게천원술과연계된배경이고조선말의학자들에게는최선의선택일수밖에없으며,또한
서양의기호대수학을받아들이지못하는약점을안게되는이유이기도하다.

2.4 중국에전래된서양의수개념

중국에 서양 수학이 맨 처음 들어온 것은 17세기 초이다. 16∼17세기의 서양 수학은 아
무리 미지수가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한 방정식을 기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연수(whole
number)를 제외한모든수는수라고부르지않고양(magnitude)이라고 불렀으며,이는선
분또는영역(삼각형,사각형) 등의기하학적인대상(도형) 자체였고결코현대적의미의수가
아니었다는것이다 [5]. 즉 1800년경 Legendre의책에서처음으로구체적으로 “우리의양은
선분이지만 이것을 선분의 길이라고 해석하고 이 길이 숫자를 써서 수학을 전개해도 아무

문제가없다”는 언급이 나온다고한다. 적어도 1700년이전에는아무도이런식으로분수나
그 밖의 실수들을 도형이 아닌 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Galilei나 Huygens
에게는현수선이포물선이아님을설명할때,소수점아래여러자리까지정확하게높이를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두 곡선이 다르다는 것은 선분과 논증기하를 사용한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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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illingsley’s and Clavius’s Diagrams of Plane and Square Numbers 

Top left: Billingsley’s image of a plane number.  Top right: Billingsley’s image of a 
square number.  Bottom left: Clavius’s image of a plane number.  Bottom right: 
Clavius’s image of a square number.  Note that square numbers are special cases of 
plan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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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lanar numbers and square numbers. (From the Ph. D. thesis of A. Price) [25]; 평면
수와 제곱수. (A. Price의 학위 논문) [25]

통해서만이야기할수있었다는사실을보면수의위치는이론에사용될수없는것이었다 [26].
즉현대적개념을가지고있다면이두곡선에서같은 x에대한 y 값이서로다른수라는것만

으로설명이충분하지만그때는이런것은전혀수학적개념에들어가지못했음을보여준다.
최근의연구결과 [25]는 16∼17세기에 Clavius등이쓴세개의유클리드해설서를비교해서
당시의수학적개념을단편적으로보여주고있다.

Fig. 2는 위의 논문에서 당시의 유클리드 해설서에 나오는 평면수(plane numbers)와 제
곱수(square numbers)의 도해를 뽑아낸것이다. 즉 16세기말의유럽수학은두수의곱을
평면위의점의개수로비유해설명했다. 그림을보면 9 × 11또는 9 × 9를격자점의개수로

설명하고사각형의넓이로보지못하고있다. 즉이설명은조합론적(combinatorial) 설명에
그치고 현대적 의미에서 기하학적이지 못하다. 이 예는 뒤집어 말하면 당시까지도 도형을
사용한 설명은 단순히 수를 나타내고 있을 뿐 현대 기하학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1600년경에마테오리치가자신의스승인 Clavius가쓴유클리드원론의해설서를

서광계등과같이번역하면서설명한것은동양의수학과는개념이너무달랐을것이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2000년전부터수학(算)의모든것은길이나넓이를나타내는수였다. 그리스처
럼수(whole number)와 양(magnitude,자연수이외의수를크기로갖는도형들)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 등은 당연히 양의 이론을 설명했을 것이고
이것이 당시 번역한 유클리드 『원론』 전반부 6권, 즉 『기하원본』의 내용이었다. 이때 중국
학자들은자신들의수개념과서양에서도형으로설명하는수개념의충돌로혼란스러웠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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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의구고술

이 절에서는 조선의 구고술을 산학자별로 간단히 정리한다. 이 내용은 홍성사 등의 논문
[11, 12]과 그밖의여러논문에자세히설명돼있는것이지만이개설논문의독립적완성도를
위해서여기다시정리한다. 여기서는조선말까지의산학에서평면기하학의내용만을다루고
구면삼각법에대한내용은뒤에서따로다룬다.

3.1 경선징과박율

중인산학자경선징(1616∼1691)은 『묵사집산법』을썼다. 이것은현존하는것으로거의10)

가장오래된산서이다. 박율(1621∼1668)의 『산학원본』은 천원술을사용한조선의첫번째
산서로 17세기 중반에 쓰여지고 1700년에 출판됐다. 이 책이 『산학계몽』을 많이 참조한 것
으로보아 1660년의김시진에의한중간본을참조했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따라서박율의
생애말기에정리했을가능성이높다. 『산학원본』은뒤에황윤석(1729∼1791)에의해서그의
『이수신편』에수정증보된형태로 『산학본원』이란이름으로실렸다.
경선징은구고술을제대로사용했는지알수없다. 적어도 『묵사집산법』에는구고술문제도

별로없고내용도부실해서 17세기중엽의산학의상황을대변해준다. 단지직각삼각형의두
변에서다른한변을구하는문제를다루고 「측량고원문」에서 『해도산경』의측량문제등몇

문제를다룰뿐이다. 박율은천원술을매우익숙하게전개하고있고그에대한이해도시대를
뛰어넘는 구조적 이해의 전범을 보여준다고 하겠지만, 그의 구고술도 천원술의 평방 문제를
제공하는단순한도구이상은아니다.
이유는알수없지만겉보기에 17세기의산학에서구고술은제위치를가지고있지않다. 어

쩌면임진,병자양난후에토지의측량등더많은수요가있음직한구고술임에도중인산학자
의책에서도중요하게취급되지못했다. 더욱이복잡한기하학적문제를해결하는도구로서의
피타고라스정리로는파악하지못하고있다.

3.2 홍정하와유수석

홍정하(1684∼1727)와 유수석(?∼?)은 동시대 산학자로 홍정하는 중인이었고 유수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홍정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남양 홍씨 산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조선의가장뛰어난산학자가됐다. 그의책 『구일집』은가장잘정리돼있고그내용에는 13
세기의 중국 산학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많다. 아쉽게도 그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야 겨우
서양의수학이조선에들어오게되며그나마도중인산학자에게는접근이어려워서홍정하는

전통산학만을연구할수있었다.

10) 이 책 이전의 것으로 세종대에 기초적인 계산법을 수록한 얇은 책자『산학발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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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하는천원술에신기원을이뤘다고하겠으며이를바탕으로구고술문제를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홍정하의 구고술은 홍성사 등의 논문(2007)[10]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으며
여기에몇가지만정리해둔다.
우선홍정하는중인의신분으로당시새롭게들어오는중국의산서를전혀접하지못했다고

보았다. 그이유로 1713년하국주와의대화록에서 『기하원본』 , 『측량전의』 등을책과삼각함
수와팔선표를하국주가이야기할때홍정하는이에대해전혀알지못하고있는것을들고있

다. 같은시기에최석정은 『구장산술』 , 『산법통종』 , 『동문산지』 등을인용하였음과비교된다
[18].
홍정하의 『구일집』에는구고술문제가 78개들어있는데홍성사등[11]은홍정하의구고술

해법을세가지로나누어분류하고있다. 즉

(1) 넓이를이용한다항식공식을이용하는방법 (전통적방법)
(2) 근과계수의관계를이용한방법
(3) 천원술을이용한방정식의구성방법

이다. 그리고홍정하의구고술은 “문제배열에서부터그해법에이르기까지구고술을완전히
구조적으로접근하고,또독창적인해법을만들었”고 “이시기까지의청나라구고술과비교하
면 그[홍정하]의 구고술이 가장 앞서 있다”고 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천원술을 이용한
것을 “구고술의대수화에성공”한것으로평가한다.
이것을잘보여주는문제는 『구일집』의 「구고호은문」의 78개문제가운데 14, 15번문제이

다. 14번문제는넓이와구현교(c− a)가 주어진경우에 c를구하는문제이다.11) 이것은이미
홍성사등에의해서발표되었던사항으로이해법의중요한점은홍정하의천원술이구고술의

계산에아주잘맞는다는것이다. 즉직각삼각형의넓이 A가조건으로주어진구고술문제의

경우 밑변 a와 높이 b에 대해서 조건식 ab = 2A를 사용할 때 a = x를 천원으로 잡으면 이

조건식은 bx − 2A = 0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천원술로 해결하는가? 조건식을 천원술로
나타내면12) [−2A(太), b]T이다. 이식은필요에따라태(太,상수항)의위치를바꿔서13)

[−2A, b(太)]T

라고간주하면유리식 −2A

x
+ b = 0으로사용할수있다. 이것으로 b를소거하는것은현대

대수의계산법과유사하다. 뒤의유수석에서소개한문제와유사하다.
홍정하가천원술을사용해서푼구고술문제는부록에표로수록하였다. (부록 6.1)

11) 이의 자세한 설명은 김영욱(2018)[21]을 참조하면 좋다.
12) 편의상 아라비아 숫자로 행렬 형태로 나타낸다.
13) 이것은 수학적으로 x를곱하거나나누는것에해당하며, 천원술계산에서는계수의위치를아래위로 shift하는
조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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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수석의구고술요

홍정하와 유수석은 많은 수학적 방법을 공유했다고 보이며 유수석은 특별히 구고술 문제

만을 200여개모아푼 『구고술요(勾股術要)』를 집필했다고추정된다. 이책은원래홍정하와
같은 천원술 방법으로 풀어져 있었을 것이다. 조선 말기에 남병길은 『수리정온』의 서양 수
학의방법인도형을이용한방정식구성법을사용해서 『유씨구고술요도해』라는책으로다시

펴냈다. 이책은천원술을전혀사용하지않는다.
『유씨구고술요도해』에는 224개의구고술문제가들어있다. 이가운데 1번부터 99번까지는

홍정하가다룬문제와같거나비슷한것들이다. 이가운데한가지풀이법에는양화술(兩和術)
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독특하다. 이 방법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14) 이런 이름은

중국에도없고우리나라에도다른책에서찾을수없다. 그리고이것이원래 『구고술요』에서
사용된방법과이름인지남병길이넣은것인지도확인할수없다. 정확히는알수없지만조선
중엽의구고술은,그원류는중국이겠지만오래전부터우리나라에서전해져내려온계산법일
가능성이있다.
『유씨구고술요도해』의문제순서에따르면문 19∼27과문 189∼194의 15개문제는양화

술을 사용해서 해결했다. 양화술에 대해서는 유인영(2003)[27]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간단히기법만소개한다. 예를들어 19번문제는 “구현화(a+ c)와 고현화(b+ c)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을 푸는” 문제이다. 풀이는 구현화와 고현화의 곱으로 만들어진 다음
공식을사용한다.

2(a+ c)(b+ c) = 2(ab+ ac+ bc) + 2c2 = (a+ b+ c)2

이므로제곱근을풀어서 a+ b+ c를구한다음여기서구현화를빼면고를얻고고현화를빼면

구를얻는다.
구고술요에는서로다른형식의문제가 12가지있다. 이문제형식은 Table 1에정리되어

있다. 풀이에사용된방정식의종류는 1차방정식 36문제,단순제곱근 53문제,일반 2차방정식
84문제,일반 3차방정식 10문제,단순 4제곱근 15문제,일반 4차방정식 17문제등이다.
문제에사용된피타고라스수는 7개의문제에서 2∼3개씩서로겹치는경우를빼고는모두

서로다른조이다. 특히같은비로된최소의자연수조로바꿀경우대단히큰숫자들의조합
이다. 어떻게 200개가 넘는 피타고라스 수의 조합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궁금하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오랜 동안 모인 리스트가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록에 홍정하와
유수석이사용한피타고라스수일부를표로수록했다.

14) 이 방법은 『산학계몽』의 「방정정부문」의 8번과 9번 문제에 들어 있다.



KIM Young Wook & KIM Soyoung 91

Table 1. The gougu problems of Yu Su-seog;유수석의구고문제종류

(1) a와 b가주어진문제.

(2) a와 b± c (또는 bc또는 c/b)가 주어진문제

(3) a± b와 c± a (또는 ac또는 c/a)가 주어진문제

(4) ab와 bc (또는 a+ b− c또는 b2 − a2 또는 b/a)가 주어진문제

(5) b2 + c2와다른조건이하나주어진문제

(6) b2 − a2와다른조건이하나주어진문제

(7) a+ b+ c와다른복잡한조건이하나주어진문제

(ㄱ) a+ b+ c와 a× c+ b× c가주어진문제
(ㄴ) a+ b+ c와 c2 + ab (or c2 + ac)가 주어진문제
(ㄷ) a+ b+ c와 (a+ b)× (a+ c)가주어진문제
(ㄹ) a+ b+ c와 (a+ c)2 ± b2가주어진문제

(8) (c− a)2와 (c− a)2 ± (c− b)2 등이주어진문제

(9) (a+ b)2 ± c2와 a (또는 b− a등)이주어진문제

(10) 기타: 내접원과내접사각형문제들.

3.4 구고술문제예

이절에서는수리정온,구일집,구고술요에공통인문제를두개뽑아서각각산서의풀이가
어떻게다른지알아본다. 첫번째문제는수리정온(하)의 36권 「차근방 체류(體類)」의 24번
문제로 “ab = α와 a + c = β가주어졌을때삼각형을푸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구일집』
「구고호은문」의 31번문제, 『구고술요』의 31번문제에해당한다.
수리정온은미지수를 a = x로잡았다. 그러면 c = β−x이므로, b2 = c2−a2 = β2−2βx

가 성립한다. 이를 비례식 a2 : ab = ab : b2에 적용하면 x2(β2 − 2βx) = α2이 되므로

2βx3 − β2x2 + α2 = 0를얻게된다. 이 3차방정식을풀어답을구한다.
남병길은그림을사용해서풀면서두등식 αβ = b(a2 + ac)와 β2 − b2 = 2(a2 + ac)를

사용했다. 그는 이 두 등식을 도형으로 증명했다. 두 등식에서 우변의 a2 + ac를 소거하고

b = x를미지수로잡으면다음등식을얻는다.

x(β2 − x2) = 2αβ

이삼차방정식을풀어답을구한다.
유수석은 천원술을 사용해서 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정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풀었을 것이다. 미지수(천원)을 b = x라 잡으면 [b, 0]T = [0, 1]T이다. 첫 번째 조건식은
[−α, a]T이다. 이것은 [α, 0]T이 [0, a]T와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둘의 제곱도 같으므로
[α2, 0, 0]T와 [0, 0, a2]T이서로같다.(태의위치가어디어도된다.) 두 번째조건식 c = β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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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c는천원술로 [
0

c

]
=

[
0

β

]
−

[
0

a

]
=

[
0

β

]
−

[
α

0

]
=

[
−α

β

]
라고쓸수있다. 이것을제곱하면 [0, 0, c2]T = [α2,−2αβ, β2(태)]T가된다. 이것을피타고
라스정리에대입할수있다. 피타고라스정리에대입하여천원술로쓰면다음과같다: α2

0

0(태)

+

0(태)

0

1

−

 α2

−2αβ

β2(태)

 = 0.

이것을 상수(태)의 위치를 맞춰서 정리하면 α2은 상쇄돼서 없어지고 4개의 항이 남아서 3
차방정식을얻는다. 이것이홍정하가푼것과같은방법이다.

두번째문제는수리정온(하)의 35권의 「구고적여구고현화교상구법(勾股積與勾股弦和較
相求法)」15)에서 6번 문제이고 ab = α와 a + b + c = β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을 푸는

문제이다. 『구일집』에서는 「구고호은문」의 33번문제, 『구고술요』에서는 161번문제에해
당한다.
수리정온은관계식

1

2
· [β

2 − 2α]

β
=

(a+ b+ c)2 − 2ab

2(a+ b+ c)
= c

를사용해서 c를구한다음 a+ b를알아내서 2차방정식을풀었다.
유수석은관계식

2α

β
=

2ab

a+ b+ c
= a+ b− c를써서 a+ b− c의값을알아낸다음여기서

a+ b를구하고다시 2차방정식을풀었다.
홍정하의풀이는유수석과똑같다.

이두문제의풀이를보면조선의구고술방법은중국의방법과유사하지만같지는않은것을

확인할수있다. 즉조선은자체로구고술의방법을정립해서가지고있었다고보인다. 특히
천원술에익숙했으므로가능하면천원술을사용했다고보인다.

3.5 조태구와 『주서관견』

조태구(1660∼1723)는 조선의 정치가로 영의정(1722)까지 역임한 문신이다. 그는 1725
년에신임사화의책임으로탄핵받고관작이추탈되었다. 최석정처럼조태구도정무로바빴을
텐데산학을공부하고산서 『주서관견(籌書管見)』 (1718)을 썼다. 이책은조선에서처음으로
『구장산술』의 내용을 제대로 연구한 산서로 알려져 있다. 『주서관견』은 여러 중국 산서를
연구하여저술하였으며,홍성사등[11]은 “[서양 산서를수록한] 『동문산지(同文算指)』의 내
용과 [동양 산학에서취급하지않는] 닮은 삼각형을이용한것을보면,조태구가서양수학을

15) 직각삼각형 넓이와 변의 합차를 알 때 삼각형을 푸는 법



KIM Young Wook & KIM Soyoung 93

Figure 3. The diagram used by Jo Tae-gu in proving Heron’s formula. Here, in the general
triangle 甲乙丙, he drew the foot of perpendicular 丁 from the point 甲 and then found the
point of symmetry 戊 of the vertex 丙 with respect to 丁; 조태구는 헤론의 공식을 증명하면서 이
그림을사용했다. 갑(甲)에서대변을병(乙丙)에 수선을내려그발을정(丁)이라하고꼭지점병을정에
대해대칭이동하여무(戊)를 그렸다.

많이연구한것을알수있다”고 한다. 같은논문에서도설명한것이헤론(Heron)의 공식을
취급하고있다는사실이다. 조태구는기하학외에도근사값에관심이많았다. 즉여러무리수
를근사값을가지는분수로바꿔사용했다. 그리고할원술을설명하면서 “원의분할을무한히
계속하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진다(弦亦極小極短而弦之直者與弧之彎者同線矣)”

고 해서극한개념을도입했다.
이런 기하학적 문제들에 대하여 조태구는 마지막 장 「구장문답(九章文答)」을 통해서 앞

장들에서 문제를 푼 방법에 대한 의문이나 이것이 옳은 답을 주는 근거를 해설하였다. 『주
서관견』은 이 「구장문답」에 특별히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여러 문제에
『수리정온』과유사한기하학적근거(증명)를들었으므로홍성사는그가 『기하원론』을통해서

이런방법론을접하고이의중요성을알아본것으로판단한다. 그는 『수리정온』이발간된해에
죽었으므로 이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해설은 이 책의 해설에 못지 않는 해설이다.
따라서 『주서관견』은 서양의 기하학을 처음 도입했으며, 수학적 증명을 처음 도입한 조선
산서로평가할수있다. 조태구의증명에대한자세한해설은홍성사등의논문[11]을 참조할
것이다. 『주서관견』은기하학을중심으로해설했지만구고술에는새로운내용이없다고한다.
조태구가헤론의공식을해설한내용을보면조태구가수학에어떤태도를견지하고있는

지를잘알수있다. 「구장문답」은문답식으로풀이를증명했다. 헤론의공식은 ”삼각형의세
변을알고넓이를구하는방법도상세한설명을들을수있습니까?”라는질문에 ”내가그림으
로설명할테니그것을보시오.”라고답하고나서 Fig. 3와함께설명한다.

삼각형의 변으로부터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먼저 중장(中長: 높이)을 구해야
합니다. 중장을구하려면당연히피타고라스정리(句弦求股之術)을 사용해야합
니다. 그림에서을병(乙丙)이밑변이라하고갑(甲)에서수선을내려서그발을정
(丁)이라해서전체삼각형을두개의직각삼각형으로나눕니다. 즉작은직각삼각
형은빗변이갑병(甲丙)이고이의밑변인정병(丁丙)의 길이는모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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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가지고는] 중장 갑정(甲丁)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큰 직각삼각형은
갑을(甲乙)을 빗변으로 가지는데 밑변 을병(乙丙)의 길이를 모릅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중장 갑정(甲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두빗변의차를
가지고두밑변의차를구합니다. 이방법은빗변의합(갑을(甲乙)+갑병(甲丙))
에 빗변의차(기을(己乙))를 곱하고이것을밑변총합(을병(乙丙))으로나눠서밑

변의차(무을(戊乙))를얻습니다. 이렇게얻은무을(戊乙)을병을(丙乙)에서빼서
그나머지병무(丙戊)를 반으로나누면병정(丙丁) 즉 작은직각삼각형의밑변을

얻게됩니다. 여기서피타고라스정리(句弦求股之術)을 쓰면중장이얻어집니다
[23].

그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는 기본적 방법을 잘 설명했다. 18세기 초의 수학책으
로서는 매우 명쾌하고 논리정연한 설명이다. 그는 이 뒤에 어째서 이 차와 합의 곱이 제곱의
차인가를설명하고이를쓰면두직각삼각형의높이가공통이라는사실로밑변의제곱의차가

나오고다시밑변의차까지얻을수있는지를자세히설명하고있다. 그리고이모든관계식의
근거로 도형을 사용한 증명을 덧붙이는 것은 기하원본을 공부해서 새로이 받아들인 논리가

중요함을처음인지해서우리수학을보충한중요한저술이었다. 이것은 18세기초반에서양수
학과서양천문학을알아내려는초기의노력의결과로보이며, 18세기후반의홍대용,홍길주,
서호수등으로이어져내려가는첫걸음이었다고보면될것이다.

3.6 홍대용과서호수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조선후기의실학자로그의문집 『담헌서』의 「외집」 권4∼6
에산서 『주해수용(籌解需用)』이 들어있다. 이책은 1765년초에홍대용이북경방문의영향
으로저술했다고보인다. 이책은천문학과수학내용으로이뤄져있다. 일반적인전통산학의
내용과함께천문학에서는 「측지」 , 「측천」 즉천지를측량하는내용,천문관측,음악과악기,
자신이만들었던천문의기의해설등을담고있다. 산학에서는특별히삼각함수를도입했고
기초적인 배각이나 반각의 공식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수표를 싣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수표를구해보기어려웠을것이기때문에실제계산은불가능했을것으로보인다.
홍대용을조선에서서양천문학과수학을처음제대로다루기시작한학자로꼽을수있다.

18세기에북학에관심이있던많은사람들이북학을들여오고이해하려는노력을했지만이
중에서도홍대용이천문학과이의이해를위한배경으로서의수학을보았다. 그러나홍대용이
다룬기하학을보면많은경우에소위법(法)에치중했으며의(義)를다루지못했다. 즉방법만
소개하고그근거에대한설명이없다. 이것은조태구와는반대되는태도이다. 당시의실학이
“실사구시”를중시하는것과홍대용의관심이천문학에있어서실제로의기를만들고사용하

는 것에 집중된 것을 보면 수학의 논증을 중시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여기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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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술은평구고(平勾股) 즉 평면도형에국한되어있다. 측량과같은 3차원기하를다루지만
모두평면으로잘라서그평면위의기하를사용하는방법까지만을사용한다. 이것이 18세기
중엽의조선산학이서양과학을이해한수준이었을것이다.
당시중국과학의정수는 18세기초에만들어진 『수리정온』과 『역상고성』에 집약돼서조

선에들어왔다. 다른사람들도마찬가지였겠지만홍대용은정확히 『수리정온』의수학까지만
인지하고있었다고보인다. 이보다어려운내용은 『역상고성』의시작부분에있다. 즉 3차원에
서곡면즉구면을직접봐야만하는내용은아마그어려움때문에일반적인수학총서에서는

다루기어려웠는지도모른다. 매문정은이내용들을따로 『구고찬미』 , 『참도측량』 등의책에
자세히해설했다. 그리고 『역상고성』의시작부분에들어있는구면기하학내용은천문계산에
특화된 형태로 적었다. 즉 모든 문제가 천구 위의 수치로만 주어져 있다. 아마도 많은 조선
학자들이 이 부분까지 공부해야 기하학 계산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홍대용은그랬고이것은그다음세대인홍길주에서야제대로파악됐다.
전반적으로보면이러한이해는점차높아진다. 얼마지나지않아서서호수는 『수리정온』을

전체적으로바라보는수준에도달했다. 수학에서는그가 『수리정온보해』를써서 『수리정온』
을 제대로읽을수있음을보였다.16) 이런 발전은 조선 말기의 뛰어난 수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게한발판이었음에틀림없다. 서호수를비롯한달성서씨집안의 3대산학자들은이러한
가교역할을충실히했다고여겨진다. 비록 18세기의산학이지지부진해보이고조선에들어온
외국 수학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 보이더라도 이것은 100년 이상 막혀서 못 들어오던 외국의
새로운수학이한꺼번에들어온것을감당하기어려웠던것뿐일지도모른다. 중국은이내용을
정리하여 『수리정온』을 만드는 데 시헌력을 반포하고 나서 근 80년이 걸렸다. 그것도 서양
학자들의도움과강희와같은뛰어난황제의전폭적지지아래서말이다. 우리는 『수리정온』
에서처음제대로보게된것을제대로파악하는데다시이정도의시간을썼고,이것을완전히
우리것으로만드는데는이보다훨씬더많은시간이걸렸다.

3.7 정약용

정약용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의 산서 『구고원류』에 대한 사항은 홍성사 등의 논문

[15, 16]에 자세히소개되어있다.
『구고원류』의 서지사항도위의논문을참조할것이다. 여기서는중요한사항한두가지와

그의미만을짚고넘어간다. 이내용은김영욱(2019)[22]에 해설된내용에서뽑은것이다.
정약용이 산학을 공부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게는 대단히 많은 유학과 실학의

저술이있기때문에이책이정약용의저술인가에대한의문도있지만김영욱(2019)에서이의
저자가중인이아니며,시간이상당히많은학자이고,이저술이매우정교한작업을거친것이

16) 그러나 『역상고성』의 공간기하는 아직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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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점등으로현실적으로산학을사용한위치에있는양반학자일수밖에없음을설명하였다.
여기서 정교하다는 것은 구고술에 쓰임직한 10개의 화교(和較)와 구, 고, 현의 제곱의 합과
차를전부계산하여변형했다는점과이것을정리한순서가현대의사전배열순서를다항식에

적용한 점 등 대단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했다는 점과 계산의 과정에서 정구고 점에서의

다항식의값을특별히따로고려하였고,나아가서두항의크기비교에해당하는점을정확히
지적하며나가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구조적으로산학을파악하는것은조선은물론동양
전체에서도거의찾아볼수없다. 이저작이후대의저작인가의심한다고하더라도이런내용
을만드는것자체가매우힘든일이고서양수학에서도찾아볼수없는내용이라서가능성은

매우적다.
이 책은 장의 제목만 『수리정온』의 제목을 가져왔을 뿐 그 내용은 공전공후한 것이다. 전

체적으로 1700개 정도의 2차식 변환 공식집이다. 그리고 변환의 조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킨다는조건하나이다. 여기서사용되는 10개의화교는양휘가만든것과일치하며그
리스트를부록절 6.3에표로싣는다. 그리고이 10개의화교를나타내기편하도록통일된기호
si (i = 0, 1, . . . , 12)로 나타냈다(부록의표참조). 이에따르면정약용이다룬식들은간단히
sisj ± sksl과같은꼴들을모은것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면

(a+ b+ c)2 ± (a+ b+ c)(a+ b− c) = s20 ± s0s1

과같은방식이다.
이저술에관한몇가지의문점과이에대한가능한설명은김영욱(2019)[22]에 들어있다.

또이계산에대한현대수학적해설도이논문을참조하면좋다.

3.8 홍길주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조선말의한문학을대표하는문장가로알려져있다. 그는
풍산홍씨집안에태어났고그의형은대제학을지냈으며정조의부마이기도했다. 그는과거에
급제했으나관직을포기하고자신만의학문세계를개척한것으로유명하다. 그의방대한문집
가운데 산학에 관련된 글이 몇 개 있다. 이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되는 것으로는 『기하신설
(幾何新說)』과 『호각연례(弧角演例)』가 있다. 이가운데 『호각연례』의내용은구면삼각법이
므로뒤에따로논한다.
홍길주는학문을즐겨했으며산학도잘해서뛰어났다고한다. 특히그의어머니인영수합

(令壽閤) 서씨(1753∼1823)는달성서씨집안사람으로산학에뛰어나서어려서부터홍길주를
잘 가르쳤다고 보인다. 특히 당대의 산학에 통달했다는 김영(金永, 1749∼1817)의 지도를
받았다는것도중요한사실이다. 홍길주관련일화는여러곳에소개되어있다 [19].
홍길주의산학을보면그는 『수리정온』과 『역상고성』을연구했음이틀림없다. 그는조합론

적사고에뛰어났다고보이며또한기하학적인감각도탁월했음을느낄수있다. 그의구고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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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신설』 안에들어있는 『잡쇄수초(雜碎髓鈔)』에 2∼16번및 18번문제로정리돼있다. 이
문제들은해도산경의문제와유사하지만전혀다른홍길주의독창적측량문제 3개로시작해서
원에내접하는품(品)자 문제 등 18세기이전의전통구고술의문제를벗어난문제이고원의
기하적성질을응용한문제를포함한다. 홍성사등[12]에 의하면홍길주는구고술을응용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으며, 원과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정립한 내용을 조선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또 그는 수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추론이 논리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의 산학은 서양 수학의 영향을 받은 내용만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미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학자들이전통산학보다한단계높은경지에제대로들어가있었음을알수있다.
뒤에서알아보는 『호각연례』에서알수있듯이홍길주의천재성은구면삼각법에서도여지

없이발휘되며그의수학은이미 18세기초의천문응용으로서의수학이아닌수학자체로서의
해설에이른다. 이런발전은홍대용시절의조선과비교하면비약적발전이라아니할수없으며
비록대단한산서한권나오지않은지지부진한 18세기후반부였더라도학자들의노력이쌓여
발전의기틀을마련하고있었음을알수있게한다.

3.9 이상혁과남병길

남병길은산학에서구고술을많이연구했다. 그러나그대부분은전통구고술과천원술방법
을알기전이었다. 그는 『구장산술』을연구하여 『구장술해』를저술하면서구고술문제를다룰
때 『수리정온』을 도형과함께인용하고있다. 홍성사등[12]에 의하면남병길은이과정에서
『수리정온』보다발전된계산법을쓰고있다. 즉도형을이용한등식의변환과정에서초보적인
인수분해기법을도입했다. 남병길은 2천년전의산학을현대적접근으로재해석하고있음을
알수있다.
남병길은 앞에서 알아본 유수석의 『구고술요』를 『수리정온』 방식으로 도해하여 『유씨구

고술요도해』를 썼다. 여기서 유수석의 200여 구고술 문제에 대해서 도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으로 해설했다. 아마도 유수석의 구고술요는 홍정하처럼 문제의 풀이에서 방정식만을
소개하고방정식의유도나천원술계산은생략했을가능성이크다. 아직천원술을연구하지
않았던남병길은이런방법을알수없었을것이고 『수리정온』의방법을충실히따랐을것이다.
이런접근들의비교는앞에서홍정하, 『수리정온』 등의방법과비교한부분을참조할것이다.
이밖에 『유씨구고술요도해』의자세한사항은홍성사등(2008)[12]을 참조하면좋다.
남병길이 구고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그가 천문학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천문 계

산에는 공간기하 특히 삼각법이 많이 쓰인다. 그는 천문 측정과 계산을 위한 구고술을 연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삼각비와 각도 사이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삼각비에서 각도를
구해내거나그반대계산을해야할때서양에서는수표를만들어썼고이것은 『수리정온』의

부록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부록은가지고다닐수있는크기가아니었고손쉽게근사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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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위해서작도와각도기를사용했다고보인다. 남병길은이런용도로만든천문용각도
기를창안했고그이름을 「양도의」라고불렀다. 그는이의사용법을정리해서 『양도의도설』
이라는이름으로남겼다.17)

이상혁은남병길과함께연구하면서도자신만의산학책을썼다. 그도 19세기전반부까지는
서양의 차근방을 연구했고 천원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아마도 홍정하의 『구일집』
을 끝으로 천원술은호조의산원들만이기초적인문제에사용했을가능성이높다. 이상혁의
구고술이 맨 먼저 보이는 곳은 그의 『차근방몽구(借根方蒙求)』이다. 이것은 『수리정온』의
「차근방비례」 부분을 연구하고 그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설한 것으로 2차방정식과 3차
방정식문제가각각 「면류(面類)」와 「체류(體類)」에 나뉘어들어있다. 홍정하와이상혁등이
다룬문제의유형을 『수리정온』과비교한표가본논문끝부록에들어있다.
당시에는중국에서많은책이수입되었으며 『측원해경』과 『익고연단』을연구하면서이상

혁과 남병길은 천원술의 필요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홍성사 등은 추측한다. 이상혁은 『산술
관견』에서부터 천원술을 사용했으며 여기서 다룬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과 품(品)자 문제

등에서논리는서양수학의논리를제대로이해하고설명하였으며풀이는천원술을사용했다.
이책의끝에는조선의산학에서가장어렵고긴구면삼각법공식의증명이들어있기도하다.
그가 구고술을 방정식론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것은 그의 마지막 산서 『익산

(翼算)』이다.
이상혁의산학에대한사항은홍성사의여러논문에자세히설명돼있다.

3.10 조희순

조희순(趙羲純, ?∼?)은 평양 조씨로개항기에금위대장등을역임한무신으로제주목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그는 무려 4년에 걸친 제주 목사(1868∼187218)) 시절에

어진정치로백성들의칭송을받아선정비(善政碑) 등이 3개남아있다 [20].
조희순의 『산학습유(算學拾遺)』 (1869)는 조선의 산서 가운데 가장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것은일본도호쿠대학(東北大學) 소장으로필사본이다. 이필사본은오자가
많다. 이책은이상혁의익산바로다음해에나온것으로아마도그는남병길,이상혁등의모든
수학을공부해봤을것으로보인다. 산학습유는짧은책으로역상고성을연구하면서설명이
부족한부분에대해매우간략하게새로운방법을해설했다.
예를들어그는 『수리정온』에는빠져있는다음두등식이성립함을알아냈다.√

(b+ c)2 + (c+ a)2 − (b− a)2 = a+ b+ c,√
(c− b)2 + (c− a)2 − (b− a)2 = (a+ b)− c

17) 양도의 사진 링크: https://www.scienceall.com/%EC%96%91%EB%8F%84%EC%9D%98/
18) 조희순이 제주 목사를 지낸 시기는 1868년 10월부터 1972년 5월까지이다. 그러나 이 달수는 음력일 가능성이
있다.

https://www.scienceall.com/%EC%96%91%EB%8F%84%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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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잘알려져있는등식과유사한다음두등식√
2(c+ a)(c− b) = c− (b− a),√
2(c− a)(c+ b) = c+ (b− a)

도발견했으며,이등식과함께 (c+ b)− (c− a) = a+ b를쓰면두수현교화(c+ b− a)와

구고화(a + b)가 주어졌을때 2차방정식을풀어서고현화(c + b)와 구현교(c − a)를 구할 수

있음을알아냈다. 그는이런새로운계산법 8개를찾아정리했다. 『수리정온』은이런문제에서
도형을이용하여알아낸관계식을사용하지만,조희순의방법은새로운방법으로그의수학적
창의력을보여준다 [12].
그의 구고술의 하일라이트는 14개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사원옥감의 사원술을 사용

해서 푸는 방법을 개발해 설명한 부분인 「사지산략」이다. 여기에는 2, 3, 4원술을 사용하는
문제가 각각 3개, 8개 2개가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산학자들이 도전했던 품
(品)자 문제로 이상혁이 천원술로 푼 것을 조희순은 2원술로 풀어 보였다. 그의 수학은 모두
구체적인숫자를사용하지않고미지수를사용한현대적계산을보여준다.

4 조선의구면기하학

구면삼각법은천문역법계산에서빼놓을수없는도구이다. 해와달과별들은모두하늘에서
움직이지만그거리는멀어서우리눈에는거리가느껴지지않는다. 그래서옛날부터사람들은
이모든것들이우리를중심으로하는큰구면위에서움직인다고생각했다. 이것을천구(天球)
라고부른다. 오늘날에도천문학의많은문제에서천구를생각하면충분하다. 우리에게필요한
도구는이천구위에서측량을하는것이다. 즉천구위의대원들을따른거리와대원들사이의
각을알아내는것이문제의핵심이다. 19세기에들어설즈음조선의학자들은이것을잘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8세기 말에 태어난 홍길주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력을 다
해서이문제를해결해냈다. 이것은 19세기조선의천문학과산학이발전하는발판이됐음이
확실하다.

4.1 홍길주의구면삼각법

현존하는자료에서가장먼저구면삼각법이나타나는것은홍길주(洪吉周, 1786∼1841)의
문집 『항해병함(沆瀣丙函)』의 권10에들어있는 『호각연례(弧角演例)』 (1837)19)에서이다.
이책은구면삼각형풀이법을정리해놓은것이다. 구면삼각형은구면위에서세개의대원의

호를 변으로 가지는 도형이다. 세 점에서 이어지는 세 호를 잡으면 닫힌 곡선이 되며 이것은
구면을두부분으로나눈다. 이두부분가운데하나를이닫힌곡선의내부라고정하면구면

19) 홍길주가 『호각연례』를 쓴것은 30세이전인 “1814였지만 1837년에다시정리하여책으로묶었다”고 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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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이 하나 정해지고 세 꼭지각의 크기를 잴 수 있다.20) 구면삼각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이론을전개할수있다. 그하나는꼭지각중의하나가직각인경우로정호삼각형(正弧三角形)
이라 불렀고 세 꼭지각이 모두 직각이 아닐 때는 사호삼각형(斜弧三角形)이라 했다. 그리고
구면삼각형은세꼭지각의크기와세변의크기(호각)21)를잴수있어서 6개의특징적수치를
이야기할수있다. 그리고이가운데세개가정해지만나머지세개도정해진다. 이렇게주어진
3개의정보에서나머지를구해내는것을 “(구면)삼각형을푼다”고한다.
홍길주는 『호각연례』의서문에서이문제에대해서 『호삼각(弧三角)에서변각상구(邊角相

求)는 기하학자들에게 지극히 어려운 것이며 자세한 것은 역상고성(歷象考成)에 들어있다』

고 하였다. 즉 그의 목표는 『역상고성』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풀 수학적 문제는
구면삼각형에서변과각이주어졌을때나머지를구하는문제였다. 그리고이문제에대한중
국산학의설명은 『수리정온』과함께출판된 『역상고성』 맨앞부분에들어있다. 『역상고성』
은 천문학을정리한책이다. 그리고이책에들어있는구면삼각법은특별히천구에서천체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만 해설돼 있다. 따라서 문제의 수치도 실제 천구 위의 수치를 사용한다.
그리고천체측정에꼭필요한몇개의문제만을설명하고있다.
홍길주가 보기에 『역상고성』의 설명은 “정호삼각형에서 단지 7개의 예제를 풀어주었으

며사호삼각형에서는 8개로합해서 15개의예제를풀어준것”이라충분치않다고생각했다.
실제로만들수있는문제는전부해서정호삼각형의경우 30가지이고사호삼각형의경우 60
가지인데그는가능한모든경우의문제를설명했다. 그는기본이되는문제의풀이법은그림을
그리고이를바탕으로계산법과그증명을자세히설명했다. 그리고나머지문제들은이기본
방법을어떻게반복해서활용하면풀리는가를설명했다. 특히 『역상고성』은구체적인수치로
주어진문제들을해설했지만홍길주는모든문제에서주어진조건은미지수로주었다. 예를
들어 세 각이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첫 번째 문제(正弧 一之一)는 “삼각형의 세 각이 갑(甲),
을(乙),병(丙)이고 병각이직각일때변을병(乙丙)을 구하여라”였다. 즉그에게구면삼각법
문제는 천문학의 문제를 넘어서 순수한 수학 문제였다. 그리고 그의 답은 90개의 풀이법을
담은정리와그증명이다. 홍길주의사고의이런추상화는조선산학이현대수학으로한걸음
내딛은매우중요한사건이다.
홍길주는 주어진 세 개의 변각에서 나머지 세 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공식을 3률법

형식으로 적었으며, 이때 이것이 같아지는 이유를 이 네 개의 숫자가 구면에서 어떤 선분의
길이인가를설명함으로써그근거를댔다. 위에든정호삼각형의첫번째문제는 『역상고성』
에서는정호삼각형의 7번째 「설례(設例)」이다.22)

20) 보통 넓이가 작은 쪽을 내부로 정한다.
21) 보통 변을이루는호의길이대신이호의 (구면의중심에대한) 중심각의크기를써서나타내고호각(arc angle)
이라고 부른다.

22) 『역상고성』에서는 이 문제가 “각각 황도교각黃道交角, 황도교극권각黃道交極圈角이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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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주가이문제를풀면서사용한공식은다음비례식으로주어져있다:

sin甲 : cos乙 = 1 : cos甲丙.

이것은유명한직각구면삼각형공식이다. 현대식으로나타내면

cosB = cos b sinA

라고쓴다. 이때각 C가직각이다. 홍길주가대단한것은 『역상고성』이사용하는모든개념과
방법을이해했을뿐만아니라 90개의자기만의풀이법을만들고그각각에대해서왜이방법이
성립하는가를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상고성』에는 15개만 들어 있다. 비록 이것들이
『역상고성』의 15개의문제와풀이방법이유사할지몰라도실제로방법과증명을찾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문제 및 사호삼각형 문제의 홍길주의 풀이를 보여주는 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김영욱등(2022)[23]을 참조할것이다.

4.2 이상혁과불분선삼률법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상혁은 서양의 방정식 이론인 차근방에 정통해 있었고 그의

『차근방몽구』에서 이를 사용해서 구고술의 핵심을 설명했다. 그도 관상감의 뛰어난 관원이
었으므로 구면삼각법을 연구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는 구면삼각
법에관한책이하나도없다. 이것은이상한일이다. 그는중국을통해서들어온서양수학을
빠짐없이 연구하고 정리해 놓았는데 구면삼각법만 없기 때문이다. 이상혁이 구면삼각법을
제대로쓰지못했다면그럴수도있다. 그러나이것은사실이아니다. 그는 『산술관견』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구면삼각법의 공식 하나를 증명하고 그 사용법을 설명해 놓았다. 이것이
그가 구면삼각법에 대해서 쓴 유일한 내용이다. 이 공식은 동양에서는 「불분선삼률법」이라
불리는것으로유럽에서는네이피어의동류식(Napier’s analogies)이라고불린다. 그리고이
내용은구면삼각법에서는가장어려운공식의하나이다. 따라서이상혁은구면삼각법을전부
통달하고있었고그수준도홍길주보다한단계이상높다고하겠다. 그공식은다음과같다:

tan A−B

2
=

sin a− b

2

sin a+ b

2

tan π − C

2
, tan A+B

2
=

cos a− b

2

cos a+ b

2

tan π − C

2
.

이책의부록인 『산술관견부(算術管見附))』의시작부분에서알수있듯이이공식이들어온

것은중국에서활동하고있던목니각(穆尼閣, J. N. Smogolenski, 1611∼1656)이저술한 『천
보진원(天步眞原)』을 통해서였다. 그러나이책에는공식만있고증명이없어서책을출판할
때전희조(錢熙祚)가 「발제」에서간략히증명의개요를적고 “이것으로그법을세우는근본을

말했다”고했다. 그러나이상혁은이정도설명으로만족할수없다고하고자세한그림과함께

풀라”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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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붙인것이다.23)

이상혁이 구면삼각법에 관심이 적었다기보다 어쩌면 그는 수표를 잘 활용하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리는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역상고성』이나 홍길주의 공식집 등으로
충분하다고생각했을가능성이높다. 오히려어떻게계산을잘하나하는것이관건이었을수
있다. 또한가지가능성은다음에설명하는조희순에서잘나타나지만구면삼각형을푸는것은
복잡하게여러계산법을사용할것이아니라단지이불분선삼률법만활용하면모두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 두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있다. 수학의응용이몸에밴사람의생각이라고도할수있다. 그의이런태도는남병길이
양도의를만들고 『양도의도설』을쓴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실제로적용할때는
원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계산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긴 계산으로 정확한
값이필요한것이아니라면측정과양도의로근사값을빨리구하는것이나은것처럼복잡한

구면삼각법의원리는한번잘정리하면됐고, 사용할때는가장빨리계산되는공식한개로
다된다면이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생각했을수있다.

4.3 조희순의총정리

조희순의 『산학습유』는조선산학의결정판을얇은책한권에요약해놓은것이다. 따라서
가장어렵고중요한내용만해설했는데그것도결론만쓴것이아니라핵심되는원리를함께

해설했다. 이것은이상혁처럼전체에통달한사람만이할수있을뿐만아니라원리의구조적
분석이병행돼야가능한것이다. 이책의 7개장의내용을거의모두구고술과구면삼각법이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에 사원술 부분도 결국 기하학적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 즉 그는 산학 전체가 기하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있는듯하다. 구면삼각법부분은 「정호약법」 , 「사호지귀」 , 「호삼각형용대수산」으로돼
있고 이 밖에 「팔선상당」과 「현시첩법」 등도 같은 맥락이다. 『산학습유』의 자세한 내용은
김영욱등(2022)[23]을 참조하면좋다.
조희순의구면삼각법이깔끔한이유는모든공식의핵심을찾았기때문이다. 이미홍길주

때부터정호삼각형을다루는 10개의공식즉네이피어의공식이라불리는것을잘알고있었다.
그러나이공식을유도하려면이가운데 3개를먼저이해하고나머지는여기서파생돼나온다.
조희순은조선에서처음으로이런관계를언급한것이다. 실제로이런언급이중국산학책에
들어있는지를연구할필요가있다. 그가구면삼각법을이해한방법은중국을통해들어온 「참

23) 『산술관견』의 2006년 교우사판 번역에서 이 부분의 번역은 천보진원에 들어있는 전희조의 발문을 보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즉 “전희조는 발제에서 말하길…”에 이어지는 부분은 실제로 전희조의 발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이상혁이 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번역에서 “감전강운초습에서 그 방법을 …”부터 “…역서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니)다.”까지는 전희조의 발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상혁의 문장 「可謂能言其立法
之根矣」는 “이것으로 그 법을 세우는 근본을 말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번역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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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eft] The triangular pyramid of Jo Heui-sun. He drew the tangent plane to sphere
at a vertex 甲 of a (right) spherical triangle. Then considering the rays from the center 心 of
the sphere through the triangle he formed the triangular pyramid. All the important line seg-
ments in the 3 dimensional diagramwere projected onto the base triangle of this pyramid and
this is the triangular diagram on the right. [Center] Developed diagram of the left pyramid
etc. on the bottom plane; 왼쪽은 구면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접평면을 그리고 이 구면삼각형의 세
꼭지점과구면의중심(心)을 이어만든삼각뿔위에여러삼각비의값을정사영해서옮겨그리는방법을
나타낸것이고,가운데는조희순이이삼각뿔을잘라펼쳐서전개도를그린것이다. (이두그림은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오른쪽은 왼쪽 그림의 정사영된 접평면 위의 삼각형만을 따로
그린 조희순의 그림이다. 이것으로 조희순이 왼쪽과 같은 3차원 기하를 요약해 설명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도(塹堵)」이다. 이것은직각을낀삼각프리즘모양으로이것을구면에맞춰서나타나는여러
선분을써서계산했다. 이내용은매문정이쓰고그의 『역산전서』 권60에실은 『참도측량(塹
堵測量)』에정리돼있다. 조희순은이책을연구했음이분명하다. 그는이책의내용을완전히
파악하고그내용을자신만의형태로바꿔요약했다. 매문정처럼정호삼각형과구면의중심을
연결한삼각뿔의전개도를그렸지만이그림이자기자신의것이분명하고이를기준으로이

정호삼각형과관련된모든삼각비를단한개의그림에나타내서위의 3개의공식과다시 10
개의공식이성립하는이유를한번에설명했다.(Fig. 4)
수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뛰어난 해설이고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했을때만가능한것이라고하겠다.

5 결론

한국은통일신라시기부터오랜동안자체적으로산학을연구하고교육했으며때때로중국의

발달된산학을수입했다. 조선에들어서서는 3번의산학부흥기를맞게되며조선중기를넘어
서면서산학은저변이확대되고다양한방향으로발전하게되었다. 17세기말의산학발달은
조선산학을동양전통산학의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지만곧바로들어온서양수학으로그

빛이바래게되었다. 18세기중반은새로운수학에적응하지못한기간이지만여러학자들이
꾸준히 연구를 쌓아나간 기간이기도 하다. 이런 각고의 노력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빛을
발해서홍길주,이상혁,남병길,조희순등의걸출한학자들을배출하였다.
조선산학에서세종대의발전은방정식의발전이었고, 17세기말의발전은동양산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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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이고폭넓은발전으로이어졌다. 그러나 18세기전반부에시작된서양수학의도입기에
는갑작스럽게서양기하학에의관심이커졌고많은학자들이천문학과함께기하학에매료된

시기이다. 전통 방정식 이론인 천원술과 개방술을 아무때나 익힐 수 있었던 조선 학자들은
기하학을도입함에서중국의학자들보다용이했다고보이며이는 19세기학자들이천문학과
산학에서뛰어난성과를낼수있었던바탕이됐다. 그러나장기적으로천원술은서양의기호
대수학의발전을저해했을가능성이높았다고추측하기도한다. 그러나조선에서의학자들의
산학연구경향을보면기록에인색하지않고모든학자들이학문안에서창의적사고를하는

것을알수있다. 이런바탕을가지고있으므로조선이또다시새로운도전에맞닥뜨려도이를
돌파할방법을창안해낼능력을갖추고있었음을역사는잘보여주고있다.
조선말기의학문적약점은정치와마찬가지로국제정세에어두웠던것을들수있다. 600년

동안을하나의고정된시스템으로운영하는것은뒤쳐지기쉽고특히학문이급격히변화하는

시기에는정보에어둡게되기쉽다. 18–19세기는유럽에서도학문의변화가심했다. 그리고
우리가살고있는 21세기도이러한시기이다. 오늘날은정보의유통이빠르기는하지만이런
정보를체계적으로모으고적은인력으로효율을높이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복잡하게

변하는시대에나라가적응할수있도록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이다.

6 부록

6.1 홍정하 『구일집』 「구고호은문」의문제

홍정하는 다음 구고술 문제들을 푸는 데 천원술을 사용하였다. 1∼27번 문제는 전통적인
공식을이용해서해결하였다.

Table 2. The gougu problems of Hong Jeong-ha’s solved using tianyuanshu; 홍정하가 천원

술을 사용해서 해결한 구고술 문제들

28 ab = α c− a = β

29 ab = α c− b = β

30 ab = α a+ b = β

31 ab = α a+ c = β Monic

32 ab = α b+ c = β

33 ab = α a+ b+ c = β

34 ab = α ac = β

번호 조건식 1 조건식 2 비고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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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b = α bc = β

36 ac = α bc = β

37 ab = α (c− a)(c+ a) = β

38 ab = α (c− b)(c+ b) = β

39 ab = α (b− a)(b+ a) = β

40 ab = α b/a = β Extra Soln

41 ab = α a/b = β Extra Soln

42 ab = α c/a = β Extra Soln

43 ab = α c/b = β Extra Soln

44 ab = α a/c = β

45 ab = α b/c = β

46 a = α bc = β

47 b− a = α ac = β

48 b− a = α bc = β

49 c− b = α ac = β

50 b+ c = α ac = β Monic

51 a+ b = α bc = β

52 a = α c/b = β

53 b = α a/c = β

54 c = α a/b = β

55 a+ b = α b/a = β

56 b+ c = α a/b = β

57 a+ c = α a/b = β

58 a+ b = α a/c = β

59 a+ b = α c/b = β Monic

60 b+ c = α c/a = β

61 b− a = α b/a = β Not Kaifang

62 c− a = α a/b = β Monic

63 c− a = α b/a = β

64 c− a = α a/b = β

번호 조건식 1 조건식 2 비고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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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 b = α b/c = β

66 b− a = α c/a = β

67 c− b = α a/c = β

68 b− a = α a/c = β

76 ab = α right triangle

번호 조건식 1 조건식 2 비고

6.2 홍정하의피타고라스수

홍정하의 『구일집』에서는 8개조의 서로 다른 피타고라스 수의 쌍을 사용했다. 이 중 2개
조는서로배수이고,또 3개조는무리수를포함하지만구하는답은유리수이다.

• 47 probs: (24 : 45 : 51),
• 16 probs: (27 : 36 : 45),
• (5 : 12 : 13),
• (0.5 : 2.475 : 2.525) ≈ (20 : 99 : 101),
• (30 : 40 : 50),
• 8 probs: (10 : 15 : 18.03),
• (6 : 12 : 13.42),
• (20/3 : 8 : 10.41).

6.3 구고술용어

양휘가만든 10개의구고술용어인화(和)와교(較)를다음표에정리했다. 여기서 a ≤ b < c

는 각각 직각삼각형의 세 변인 크기인 구(勾), 고(股), 현(弦)을 나타낸다. 이 값들은 표의 순
서대로정약용의 『구고원류』의 공식을나열하는순서로사용됐다. 이순서에맞춰서 sn으로

이름붙이면간단히나타낼수있다. 3개의항을가진식과 2개의항을가진식을구별하려면
si와 tj , a, b, c를사용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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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 assigned symbols to the ten hejiao’s(和較)with the specific order given in “Gugo

Wonryu” ; 열 개의 和較에 『구고원류』의 순서에 따라 기호로 나타냈다.

弦和和 a+ b+ c s0 勾股和 a+ b t0 = s4

弦和較 a+ b− c s1 勾股較 − a+ b t1 = s5

弦較和 − a+ b+ c s2 勾弦和 a+ c t2 = s6

弦較較 a− b+ c s3 勾弦較 − a+ c t3 = s7

勾 a s10 股弦和 b+ c t4 = s8

股 b s11 股弦較 − b+ c t5 = s9

弦 c s12 勾股積 ab/2 A

6.4 홍정하,유수석,이상혁,수리정온구고술문제비교

다음 표는 수리정온의 구고술 문제와 이상혁, 유수석, 홍정하가 다룬 문제를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조건식 1과 2로 주어지고 간략한 풀이 방법이 붙여져 있다. 항목 ‘이’, ‘유’,

‘홍’, ‘수’는 각각 이상혁의 『차근방몽구』 , 유수석/남병길의 『유씨구고술요도해』 , 홍정하의 『구일집』

과 『수리정온』의 문제 번호이다. 수리정온은 장 제목이 주어져 있고 그 장 안에서의 번호이며 각 권

안에서의 번호가 아니다.

Table 4. Links between the gougu problems of Hong Jeong-ha, Yu Su-seog, Lee Sang-hyug
and “Shuli Jingyuan”; 홍정하(홍), 유수석(유), 이상혁(이), 수리정온(수)의 구고술 문제 비교

勾股弦和較相求法

12 7 9 1 a = α c− b = β [1] α2/β = a2/(c− b) = c+ b

13 4 11 2 a = α b+ c = β [2] α2/β = a2/(c+ b) = c− b

14 8 6 3 b = α c− a = β [3] α2/β = b2/(c− a) = c+ a

15 5 12 4 b = α a+ c = β [4] α2/β = b2/(c+ a) = c− a

16 9 7 5 c = α b− a = β [5] α2 − β2 = c2 − (b− a)2 = 2ab,
Use ab, b− a: 帶縱較數開方

17 6 13 6 c = α a+ b = β [6] β2 − α2 = (a+ b)2 − c2 = 2ab.
Use 帶縱和數開方

18 19 17 7 a+ c = α b+ c = β [7]
2αβ = 2(a+ c)(b+ c) = (a+ b+ c)2

19 21 19 8 a+ b = α b+ c = β [8] β − α = c− a.
β2 − α2 + (β − α)2 = 2(c− a)(c+ b)

⇒ ÷ by β − α = c− a

20 20 18 9 a+ b = α a+ c = β [9] β − α = c− b.
β2 − α2 + (β − α)2 = (a− b+ c)2.
Squar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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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5 14 10 c− a = α c− b = β [10] 2αβ = (a+ b− c)2

22 56 16 11 b− a = α c− a = β [11] β − α = c− b. Use [10].
23 57 15 12 b− a = α c− b = β [12] α+ β = c− a. Use [10].
24 27 21 13 a+ b = α c− a = β [14] α+ β = b+ c.

(α+ β)2 − α2 + β2 = (−a+ b+ c)2.
25 24 20 14 a+ b = α c− b = β [15] α+ β = a+ c.

(α+ β)2 − α2 + β2 = (a− b+ c)2.
26 25 23 15 a+ c = α c− b = β

22 16 a+ c = α b− a = β [13] α+ β = b+ c.
α× (α+ β) = (a+ b+ c)2.

23 24 17 b+ c = α c− a = β

26 25 18 b+ c = α b− a = β

19 a = α a+ b+ c = β [18] β − α = b+ c. Use [2].
20 a = α a+ b− c = β [16] α− β = c− b. Use [1].
21 a = α −a+ b+ c =

β

[19] α+ β = b+ c. Use [2].

22 a = α a− b+ c = β [17] β − α = c− b. Use [1].
23 b = α a+ b+ c = β [22] β − α = a+ c. Use [4].
24 b = α a+ b− c = β [20] α− β = c− a. Use [3].
25 b = α −a+ b+ c =

β

[23] β − α = c− a. Use [3].

26 b = α a− b+ c = β [21] α+ β = a+ c. Use [4].
27 c = α a+ b+ c = β [26] β − α = a+ b. Use [6].
28 c = α a+ b− c = β [24] α+ β = a+ b. Use [6].
29 c = α −a+ b+ c =

β

[27] β − α = b− a. Use [5].

30 c = α a− b+ c = β [25] α− β = b− a. Use [5].
31 a+ b = α a+ b+ c = β

32 a+ b = α a+ b− c = β

33 a+ b = α −a+ b+ c =

β

[38] α2 + β2 = c(−2a+ 2b+ 3c).
2β = (−2a+2b+3c)− c. Solve for c.

28 34 a+ b = α a− b+ c = β [37] α+ β = 2a+ c,
(1/2)[(α+β)2−α2] = a(2a− b+2c).
α+ 2β = a+ (2a− b+ 2c). Solve for
a.

35 a+ c = α a+ b+ c = β

36 a+ c = α a+ b− c = β [39] (α+ β)× α− α2 = b(a− b+ c).
α = b+ (a− b+ c). Solve for b.

37 a+ c = α −a+ b+ c =

β

[40] α2 + (α+ β)2 = 2c(a+ 2b+ 3c).
2(α+ β) + α=2c+(a+2b+3c). Solve
for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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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a+ c = α a− b+ c = β

39 b+ c = α a+ b+ c = β

29 40 b+ c = α a+ b− c = β [41]
(α+ β)× α− α2 = a(−a+ b+ c).
α = a+ (−a+ b+ c). Solve for a.

41 b+ c = α −a+ b+ c =

β

42 b+ c = α a− b+ c = β [42] α2 + (α+ β)2 = 2c(2a+ b+ 3c).
2(α+ β) + α = 2c+ (2a+ b+ 3c).
Solve for 2c.

27 158 43 b− a = α a+ b+ c = β [34] β − α = 2a+ c,
(1/2)[(β−α)2−α2] = a(2a+ b+2c).
2β − α = a+ (2a+ b+ 2c): Solve for
a. (帶縱和數開方)

44 b− a = α a+ b− c = β [43] (1/2)β2 = (c− a)(c− b).
α = (c− a)− (c− b). Solve for c− b.
(c− b) + β = a

45 b− a = α −a+ b+ c =

β

46 b− a = α a− b+ c = β

159 47 c− a = α a+ b+ c = β [35] β − α = 2a+ b, β + α = b+ 2c.
(1/4)[(β + α)2 − (β − α)2] =

b(−a+ b+ c). α = (−a+ b+ c)− b:
Solve for b. (帶縱較數開方)

48 c− a = α a+ b− c = β

49 c− a = α −a+ b+ c =

β

50 c− a = α a− b+ c = β [44]
(1/2)[(α+β)2−α2−β2] = b(a+b−c).
α = b− (a+ b− c). Solve for b. First
computation is αβ. Why so
complicated?

160 51 c− b = α a+ b+ c = β [36] β − α = a+ 2b, β + α = a+ 2c.
(1/4)[(β + α)2 − (β − α)2] =

a(a− b+ c). α = (a− b+ c)− a.
Solve for a.

52 c− b = α a+ b− c = β

53 c− b = α −a+ b+ c =

β

[45] (β − α)2 −
(
β2 − (β − α)2

)
=

(2b− 2a)(3b− c).
2(β − α)− α = (2b− 2a) + (3b− c).
Solve for 2b− 2a. Divide by 2 and
get b− a. Add β and get c.

54 c− b = α a− b+ c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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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 b+ c =

α

a+ b− c = β [33] α− β

2
= c, a+ b. Use [6].

56 a+ b+ c =

α

−a+ b+ c =

β

[30] α− β

2
= a, α− α− β

2
= b+ c.

Use [2].

57 a+ b+ c =

α

a− b+ c = β [31] α− β

2
= b, α− β

2
+ β = a+ c.

Use [4].

58 a+ b− c =

α

−a+ b+ c =

β

[29] α+ β

2
= b, β − α+ β

2
= c− a.

Use [3].

59 a+ b− c =

α

a− b+ c = β [28] α+ β

2
= a, α+ β

2
− α = c− b.

Use [1].

60 −a+ b+

c = α

a− b+ c = β [32] α+ β

2
= c, b− a. Use [5].

勾股積與勾股弦和較相求法

61 ab = α a = β α/β = b

62 ab = α b = β α/β = a

12 26 63 ab = α c = β β2 − 2α = (b− a)2. Get b− a. Solve
using b− a and ab

58 27 64 ab = α b− a = β Directly solve.
28 30 65 ab = α a+ b = β β2 − 2α = (b− a)2. Get b− a.

32 161 33 66 ab = α a+ b+ c = β (1/2)[β2 − 2α]/β = c. Get a+ b and
solve.

33 88–
90

67 ab = α a+ b− c = β (1/2)[(2α/β)− β] = c. Better
(2α− β2)/2 = c(a+ b− c).

68 ab = α −a+ b+ c =

β

(1/2)[β2 − 2α]/β = b− a.

69 ab = α a− b+ c = β (1/2)[2α− β2]/β = b− a.
35券 借根方比例 面類

25 b = α c− a = β a = x

26 b = α a+ c = β a = x

27 c = α a+ b = β b = x

28 a+ c = α b+ c = β a = x (c = x가 낫다)

29 a+ b = α a+ c = β a = x

30 b+ c = α c− a = β ※ b = x (c = x가 낫다)

31 c− b = α c− a = β a = x

30 32 a+ b = α (c− a) +

(c− b) = β

a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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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 a+ b+ c =

α

(b−a)+ (c−
b)+(c−a) =

β

a = x

34 a+ b = α c− (b− a) =

β

a = x

35 ab = α a+ b+ c = β ※ c = x Tianyuanshu is easier.
36 ab = α a+ b− c = β c = x

37 中垂線

38 中垂線

36券 借根方比例 體類
62 29 23 ab = α c− b = β b = x Tianyuanshu is convenient.
31 31 24 ab = α a+ c = β a = x

37券 借根方比例 難題
21
22

體 13∗ 23
體 14, 15∗ 24

이 유 홍 수 조건식 1 조건식 2 수리정온의 풀이

(여기서 ∗ 표시는 이상혁의 『차근방몽구』의 「체류」에 들어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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