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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que Achievement of 《SanHak JeongEui
算學正義》on KaiFangFa with count-wood:

The refinement of ZengChengKaiFangFa through
improvement of estimate-value array

산대셈 개방법(開方法)에 대한 《산학정의》의 독자적 성취 :
어림수[商] 배열법 개선을 통한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의 정련(精鍊)

Kang Min Jeong 강민정

The KaiFangFa開方法 of traditional mathematics was completed in 《JiuZhang Suan-
Shu九章算術》 originally, and further organized in Song宋·Yuán元 dinasities. The
former is the ShiSuoKaiFangFa釋鎖開方法 using the coefficients of the polynomial
expansion, and the latter is the ZengChengKaiFangFa增乘開方法 obtaining the so-
lution only by some mechanical numerical manipulations. 《SanHak JeongEui算學
正義》 basically used the latter and improved the estimate-value array by referring
to the written-calculation in 《ShuLi JingYun數理精蘊》. As a result, ZengChengKai-
FangFa was more refined so that the KaiFangFa algorithm is mor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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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산학정의 (算學正義)》는 서양수학이 조선에 전래되고 또 전통산학의 비조 (鼻祖) 격인

《구장산술 (九章算術)》이 복원 수입되어 재조명받은 후에, 말하자면 조선에서 서양수학과

전통산학이 충분히 경합을 벌인 끝에 편찬된(1867) 조선후기 산학의 일대(一大) 정리본(整

理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남병길(南秉吉, 1820∼1869)과 이상혁(李尙爀, 1810∼?)

이 공동으로 편찬하였다. 서문에 남병길은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고 이상혁은 교정과 편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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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했다고 하였다 [3].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구장산술》·《산학계몽 (算學啓蒙)》·《역산

전서(曆算全書)》·《수리정온(數理精蘊)》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선별하고 취합하

는 작업이 기본으로 이루어졌음을 본문에서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발췌와

인용에 그치지 않고 확고한 방향성 아래 새로운 체제와 서술, 독창적인 예제의 개발, 기존

계산법의 개선 등으로 독자적인 성취를 이룩하였다. 《구장술해 (九章術解)》·《익산 (翼算)》

을 비롯한 방대한 전문 수학 저작이 19C 중후반 조선 (朝鮮)을 대표하는 천문학자이자 수

학자인 저자들의 면모 [2]를 대변해 주는 가운데, 다양한 수학 분야를 총괄하여 당시 조선

의 전범(典範)적 수학전서(數學全書)를 내놓았다고 할 만한 이 책 역시 그와 같은 명성에

손색이 없다.

본고에서는 《산학정의》가 이룩한 독자적 성취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 《산학정의》

가 산대셈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에서 어림수[商] 배열법을 수정하여 증승개방법을 비로

소 완전하게 정련 (精鍊)한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학정의》 개방법1)의

기본서술체제를살펴본후, 《산학정의》 개방법에서어림수배열법이전통적방식과어떻게

다른지개평방법을위주로고찰하고,이와같은어림수배열법개선의내원(來源)및개선으로

인한잇점을보이고자한다.

2 《산학정의》개방법의기본서술체제 : 증승개방법을기본으로하되석쇄개방법과

대비하여개방법의구조적이해유도

석쇄개방법 (釋鎖開方法)과증승개방법은모두다항전개식을밑바탕에깔고있지만,증승

개방법은 ‘어림수를아랫행에곱하여윗행에더해주기[增乘]’를 순차적으로반복할뿐이므로

다항전개식의본래모습과연관지어사고하기가쉽지않다. 반면에석쇄개방법은다항전개식

의계수를직접사용하기때문에다항전개식의구조가상대적으로잘드러난다. 《산학정의》

개방법 예제의계산법은증승개방법에따른해법을대문 (大文)2)에 기본으로 제시하여 알고

1) ‘開方法’은 開平方法 (제곱근 해법), 開立方法 (세제곱근 해법), 帶縱平方法(일차항이 있는 일원이차방정식 해
법), 帶縱立方法 (일차항과 이차항 중 하나라도 있는 일원삼차방정식 해법), 諸乘方法 (네제곱근 이상의 해법)
을 통칭하며, ‘開方術’이라고도 한다. 이차·삼차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이용하여 제곱근과 세제곱근을 구하는
《구장산술》 〈少廣章〉의 개평방법과개입방법을기본구조로한다. 南宋賈憲(11C전반)이 《黃帝九章算經細草》
에 ‘開方作法本源圖’(一名 가헌의 삼각형. 파스칼의삼각형보다 600년 앞선 것)라는이름으로 고차 이항전개식
계수의 규칙을 제시하여 고차 제곱근 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이용한
고차 제곱근 산대셈 풀이법을 釋鎖開方法이라고 한다. 가헌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고차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모르더라도규칙적이고단순한알고리듬을따라근을구하는산대셈해법을개발했는데,이를增乘開方法이라고
한다. 증승개방법은 秦九韶(1208∼1268)의 《數書九章》(1247)에서 일원고차방정식의 일반 數値 解 해법으로
발전하였다. 朱世傑(1249∼1314)은 《산학계몽》(1299)에서 이차 제곱근 풀이에는 석쇄개방법을, 삼차 제곱근
풀이에는 증승개방법을 사용하였다. 석쇄개방법과 증승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의 32–40 참조.

2) 《산학정의》 원본은 일반적인 漢籍의 체제를 따라 본문은 큰 글자로 편집하고 주석은 작은 글자로 편집하여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에서 《산학정의》나 기타 古書에 큰 글자로 편집된 본문은 ‘대문 (大文)’으로
지칭하고, 작은 글자로 편집된 주석은 ‘소주 (小註)’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글자 크기를 원본처럼
확연히 다르게 편집하기 어려우므로 산학서를 인용할 때 원본에 작은 글자로 편집된 주석을 ‘【 】’로 묶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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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화하면서도,필요에따라석쇄개방법에따른방식을소주 (小註)에부가적으로제시하여

계산법에 대한 독자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개평방법의 사례 중 근이 두 자릿수인

경우와세자릿수인경우및개입방법의예를하나씩들면다음과같다.

2.1 근이두자릿수인개평방법의사례

근이두자릿수인개평방법은다음과같은전개식을이용한다.

(10a+ b)2 = (10a)2 + 2× 10a× b+ b2 = (10a)2 + (2× 10a+ b)× b

(단, a, b는10미만의자연수)
(가)

10a를 어림하여 우변의 (10a)2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b를 어림하여 (2 × 10a + b) × b을

덜어냄으로써원래의수 (10a+ b)2를완전히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증승개방법의차이는

(가)식우변둘째항의 2× 10a를구하는과정에나타난다. 전자는 ‘초상(初商)3) 10a의 2배’

를취하는데비해(2× 10a),후자는 ‘우법(隅法)4) 1을초상 10a에곱하여염법(廉法) 10a에

더한다.’(10a+ 1× 10a) 《산학정의》의예는다음과같다 [3].

《산학정의》 〈개평방법〉 둘째예제는 4,096의제곱근 64를구하는문제5)인데,다음과같은

이항전개식을이용하였다.

(60 + 4)2 = (60)2 + 2× 60× 4 + 42 = (60)2 + (2× 60 + 4)× 4 (나)

곧,초상 60을어림하여 (나)식우변의 (60)2 = 3, 600을덜어내고,다음으로차상 (次商) 4를

어림하여 (2×60+4)×4 = 496을덜어내면원래의수 4,096이완전히소거되므로,제곱근이

(60 + 4)가된다. 이중에 (나)식우변둘째항의 2× 60을구하는과정이 《산학정의》의대문

(大文)과소주(小註)에다음과같이서술되어있다.

“또 우법을초상 60에곱하여염법에더하면 120을얻는다. 【곧 초상의 2배이다.】”6)

우법이 1이고기존의염법이 60이므로,위대문(大文)은증승개방법에따라 ‘60 + 60× 1’

로 120을얻도록한것이고,소주(小註)는석쇄개방법에따라 60× 2로 120을얻음을보여준

것이다.

하였다. 원문과 번역문의 인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근이 100a+ 10b+ c일 때 처음 어림한 100a 또는 a를 初商, 다음으로 어림한 10b 또는 b를 次商, 세 번째로
어림한 c를 三商 또는 三次商이라고 한다.

4) 이차방정식 ax2 + bx− A = 0에서 a가 隅法, b가 廉法이다. 삼차방정식 ax3 + bx2 + cx− A = 0에서는
a가 隅法, b가 長廉法, c가 方廉法이다.

5) “지금 정사각뿔대 [方臺]가 있는데, 윗면에 정사각형 벽돌 4,096덩이 [塊]를 깔았다. 한 변에 깔린 정사각형 벽
돌은 몇 덩이인가? 답 : 64덩이.[今有方臺, 上面, 舖方甎四千九十六塊。 問 : 每邊方甎若干? 答曰 : 六十四塊。]”

6) “又以隅法, 乘初商數六十, 加於廉法, 得一百二十【卽初商之二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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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이세자릿수인개평방법의사례

근이세자릿수인개평방법은다음과같은전개식을이용한다.

(100a+ 10b+ c)2

= (100a)2 + (10b)2 + c2 + 2× {(100a× 10b) + (100a× c) + (10b× c)}
= (100a)2 + {(2× 100a) + 10b}10b+ {2× (100a+ 10b) + c}c (다)
(단, a, b, c는 10미만의자연수)

100a를 어림하여 우변의 (100a)2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10b를 어림하여 {(2 × 100a) +

10b}10b를 덜어내고, 마지막으로 c를 어림하여 {2 × (100a + 10b) + c}c를 덜어냄으로써

원래의수 (100a+ 10b+ c)2를완전히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증승개방법의차이는 (다)식

우변둘째항의 2× 100a와셋째항의 2× (100a+ 10b)를구하는과정에나타난다. 두가지

계산과정을대비하여보이면 Table 1과같다.

- 3 -

둘째 항의 2×10�를 구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전자는 ‘초상(初商)4) 10�의 2배’를 취하는 데 
비해(2×10�), 후자는 ‘우법(隅法)5) 1을 초상 10�에 곱하여 염법(廉法) 10�에 더한다.’(10�
+1×10�) 《산학정의》의 예는 다음과 같다.[2]
  《산학정의》 〈개평방법〉 둘째 예제는 4,096의 제곱근 64를 구하는 문제6)인데, 다음과 같은 
이항전개식을 이용하였다.
  (60+4��=(60��+2×60×4+��=(60��+(2×60+4)×4 …………(나)
  곧, 초상 60을 어림하여 (나)식 우변의 (60��=3,600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차상(次商) 4를 
어림하여 (2×60+4)×4=496을 덜어내면 원래의 수 4,096이 완전히 소거되므로, 제곱근이 
(60+4)가 된다. 이 중에 (나)식 우변 둘째 항의 2×60을 구하는 과정이 《산학정의》의 대문(大
文)과 소주(小註)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또 우법을 초상 60에 곱하여 염법에 더하면 120을 얻는다.【곧 초상의 2배이다.】”7)

  우법이 1이고 기존의 염법이 60이므로, 위 대문(大文)은 증승개방법에 따라 ‘60+60×1’로 
120을 얻도록 한 것이고, 소주(小註)는 석쇄개방법에 따라 60×2로 120을 얻음을 보여준 것이
다.

2.2 근이 세 자릿수인 개평방법의 사례

  근이 세 자릿수인 개평방법은 다음과 같은 전개식을 이용한다.

  (100�+10�+� ��=(100���+(10���+��+2×{(100�×10�)+(100�×�)+(10�×�)}
=(100���+{(2×100�)+10�}10�+{2×(100�+10�)+�}� ……(다)

 (단, �, �, �는 10 미만이 자연수)

100�를 어림하여 우변의 (100���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10�를 어림하여 {(2×100�)+10�}10�를 
덜어내고, 마지막으로 �를 어림하여 {2×(100�+10�)+�}�를 덜어냄으로써 원래의 수 (100�+10�
+� ��를 완전히 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 증승개방법의 차이는 (다)식 우변 둘째 항의 2×100�와 
셋째 항의 2×(100�+10�)를 구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두 가지 계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1〉과 같다. 

4) 근이 100�+10�+�일 때 처음 어림한 100� 또는 �를 初商, 다음으로 어림한 10� 또는 �를 次商, 세 
번째로 어림한 �를 三商 또는 三次商이라고 한다.

5) 이차방정식 �	�+�	
A=0에서 �가 隅法, �가 廉法이다. 삼차방정식 �	�+�	�+�	
A=0에서는 �가 隅
法, �가 長廉法, �가 方廉法이다.

6) “지금 정사각뿔대[方臺]가 있는데, 윗면에 정사각형 벽돌 4,096덩이[塊]를 깔았다. 한 변에 깔린 정사
각형 벽돌은 몇 덩이인가? 답: 64덩이.[今有方臺, 上面, 舖方甎四千九十六塊。問: 每邊方甎若干? 答
曰: 六十四塊。]”

7) “又以隅法, 乘初商數六十, 加於廉法, 得一百二十【卽初商之二倍】。”

석쇄개방법 증승개방법

둘째항의 2×100� 2×100� 100�+1×100�

셋째항의 2×(100�+10�) 2×(100�+10�) (100�+100�+10�)+1×10�

〈표 1〉

Table 1. Comparing the calculation process of ShiSuoKaiPingFangFa and
ZengChengKaiPingFangFa;석쇄개평방법과증승개평방법의연산과정비교.

《산학정의》 〈개평방법〉 셋째예제는 5장2
47자2

56치2
(= 54, 756치2

)의제곱근 2장3자4치

(=234치)를구하는문제7)인데,다음과같은삼항전개식을이용하였다 [3].

(200 + 30 + 4)2 = (200)2 + (30)2 + (4)2 + 2× (200× 30 + 200× 4 + 30× 4)

= (200)2 + (2× 200 + 30)× 30 + {2× (200 + 30) + 4} × 4
(라)

(라)식우변둘째항의 ‘2× 200’과 셋째항의 ‘2× (200 + 30)’을 구하는과정이 《산학정의》

의대문과소주에다음과같이서술되어있다.

“또 우법을 초상인 2장에곱하여염법에더하면 4장【곧 초상의 2배로, 400치이다.】을

얻는다.”8)

“또우법을차상에곱하여얻은 3자를염법에더하면 46자【곧 초상과 차상을 합한수의

2배로, 460치이다.】를얻는다.”9)

대문과소주의계산과정을대비하여보이면 Table 2와같다.

Table 2를 Table 1과비교하면 《산학정의》의대문은증승개방법을따르고,소주는석쇄개

방법을따랐음을알수있다.

7) “지금 정사각형 평면이 있는데 면적이 5장247자256치2이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 2장3자4치.[今有
正方面, 積五丈四十七尺五十六寸。 問 : 每一邊若干? 答曰 : 二丈三尺四寸。]”

8) “又以隅法, 乘初商數二丈, 加於廉法, 得四丈【卽初商之二倍, 四百寸】。”
9) “又以隅法, 乘次商, 得三尺, 加於廉法, 得四十六尺【卽初商次商共數之二倍, 四百六十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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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정의》 〈개평방법〉 셋째 예제는 5장�47자�56치� (=54,756치� )의 제곱근 2장3자4치(=234
치)를 구하는 문제8)인데, 다음과 같은 삼항전개식을 이용하였다.[2]
  (200+30+4��=(200��+(30��+(4��+2×(200×30+200×4+30×4)
             =(200��+(2×200+30)×30+{2×(200+30)+4}×4 ……(라)
(라)식 우변 둘째 항의 ‘2×200’과 셋째 항의 ‘2×(200+30)’을 구하는 과정이 《산학정의》의 대
문과 소주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또 우법을 초상인 2장에 곱하여 염법에 더하면 4장【곧 초상의 2배로, 400치이다.】을 얻는다.”9)

“또 우법을 차상에 곱하여 얻은 3자를 염법에 더하면 46자【곧 초상과 차상을 합한 수의 2배로, 460치이다.】를 

얻는다.”10)

대문과 소주의 계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표 1〉과 비교하면 《산학정의》의 대문은 증승개방법을 따르고, 소주는 석쇄개방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2.3 개입방법의 사례

  개입방법은 다음과 같은 전개식을 이용한다.

  (10�+���=(10���+3×{(10���×�)}+3×(10�×��)+��

   =(10���+{3×(10���+3×(10�)×�+��}×�  ………(마)  (단, �, �는 10 미만의 자연수)

10�를 어림하여 (마)식 우변의 (10���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를 어림하여 {3×(10���+3×(10
�)×�+��}×�를 덜어냄으로써 원래의 수 (10�+���를 완전히 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 증승개방법
의 차이는 (마)식 우변 둘째 항의 3×(10���과 3×(10�)를 구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두 가지 계
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3〉과 같다. 

《산학정의》 〈개입방법〉 둘째 예제는 148,877자�의 세제곱근 53자를 구하는 문제11)인데, 다음

8) “지금 정사각형 평면이 있는데 면적이 5장�47자�56치�이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2장3자4
치.[今有正方面, 積五丈四十七尺五十六寸。問: 每一邊若干? 答曰: 二丈三尺四寸。]”

9) “又以隅法, 乘初商數二丈, 加於廉法, 得四丈【卽初商之二倍, 四百寸】。”
10) “又以隅法, 乘次商, 得三尺, 加於廉法, 得四十六尺【卽初商次商共數之二倍, 四百六十寸】。”
11)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면적이 148,877자�이다. 각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53자.[今有正

대문(大文) 소주(小註)

둘째항의 2×200 200+200×1 200×2
셋째항의 2×(200+30) (200+200+30)+30×1 (200+30)×2

〈표 2〉 

석쇄개방법 증승개방법

3×(10��� 3×(10��� (10���+{(10�+1×10�)×10�}
3×(10�) 3×(10�) (10�+10�)+(1×10�)

〈표 3〉 

Table 2. Comparing the calculation process of KaiPingFangFa in basic text and annotation of
SanHak JeongEui;산학정의대문과소주의개평방법연산과정비교.

2.3 개입방법의사례

개입방법은다음과같은전개식을이용한다.
(10a+ b)3 = (10a)3 + 3× {(10a)2 × b}+ 3× (10a× b2) + b3

= (10a)3 + {3× (10a)2 + 3× (10a)× b+ b2} × b

(단 a, b는10미만의자연수)

(마)

10a를어림하여 (마)식우변의 (10a)3을덜어내고,다음으로 b를어림하여 {3× (10a)2+3×

(10a)× b+ b2}× b를덜어냄으로써원래의수 (10a+ b)3를완전히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

증승개방법의차이는 (마)식우변둘째항의 3× (10a)2과 3× (10a)를구하는과정에나타난

다. 두가지계산과정을대비하여보이면 Table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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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정의》 〈개평방법〉 셋째 예제는 5장�47자�56치� (=54,756치� )의 제곱근 2장3자4치(=234
치)를 구하는 문제8)인데, 다음과 같은 삼항전개식을 이용하였다.[2]
  (200+30+4��=(200��+(30��+(4��+2×(200×30+200×4+30×4)
             =(200��+(2×200+30)×30+{2×(200+30)+4}×4 ……(라)
(라)식 우변 둘째 항의 ‘2×200’과 셋째 항의 ‘2×(200+30)’을 구하는 과정이 《산학정의》의 대
문과 소주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또 우법을 초상인 2장에 곱하여 염법에 더하면 4장【곧 초상의 2배로, 400치이다.】을 얻는다.”9)

“또 우법을 차상에 곱하여 얻은 3자를 염법에 더하면 46자【곧 초상과 차상을 합한 수의 2배로, 460치이다.】를 

얻는다.”10)

대문과 소주의 계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표 1〉과 비교하면 《산학정의》의 대문은 증승개방법을 따르고, 소주는 석쇄개방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2.3 개입방법의 사례

  개입방법은 다음과 같은 전개식을 이용한다.

  (10�+���=(10���+3×{(10���×�)}+3×(10�×��)+��

   =(10���+{3×(10���+3×(10�)×�+��}×�  ………(마)  (단, �, �는 10 미만의 자연수)

10�를 어림하여 (마)식 우변의 (10���을 덜어내고, 다음으로 �를 어림하여 {3×(10���+3×(10
�)×�+��}×�를 덜어냄으로써 원래의 수 (10�+���를 완전히 소거한다. 석쇄개방법과 증승개방법
의 차이는 (마)식 우변 둘째 항의 3×(10���과 3×(10�)를 구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두 가지 계
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3〉과 같다. 

《산학정의》 〈개입방법〉 둘째 예제는 148,877자�의 세제곱근 53자를 구하는 문제11)인데, 다음

8) “지금 정사각형 평면이 있는데 면적이 5장�47자�56치�이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2장3자4
치.[今有正方面, 積五丈四十七尺五十六寸。問: 每一邊若干? 答曰: 二丈三尺四寸。]”

9) “又以隅法, 乘初商數二丈, 加於廉法, 得四丈【卽初商之二倍, 四百寸】。”
10) “又以隅法, 乘次商, 得三尺, 加於廉法, 得四十六尺【卽初商次商共數之二倍, 四百六十寸】。”
11)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면적이 148,877자�이다. 각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53자.[今有正

대문(大文) 소주(小註)

둘째항의 2×200 200+200×1 200×2
셋째항의 2×(200+30) (200+200+30)+30×1 (200+30)×2

〈표 2〉 

석쇄개방법 증승개방법

3×(10��� 3×(10��� (10���+{(10�+1×10�)×10�}
3×(10�) 3×(10�) (10�+10�)+(1×10�)

〈표 3〉 

Table 3. Comparing the calculation process of ShiSuoKaiLiFangFa and
ZengChengKaiLiFangFa;석쇄개입방법과증승개입방법의연산과정비교.

《산학정의》 〈개입방법〉 둘째 예제는 148, 877자3의세제곱근 53자를구하는문제10)인데,

다음과같은이항전개식을이용하였다 [3].
(50 + 3)3 = 503 + 3× 502 × 3 + 3× 50× 32 + 33

= 503 + {(3× 502) + (3× 50× 3) + 32} × 3
(바)

(바)식 우변 둘째 항의 ‘3 × 502’과 ‘3 × 50’을 구하는 과정이 《산학정의》의 대문과 소주에

다음과같이서술되어있다.

“또 우법을초상에곱해얻은 50을장렴법에더하면 100을얻고,이어서이수를

초상과곱해얻은 5,000을방렴법에더하면 7,500【곧 초상을 제곱한 수의 3배이다.】을

얻는다.”11)

“또 우법을초상에곱해얻은 50을장렴법에더하면 150【곧 초상의 3배이다.】을얻는

다.”12)

10)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면적이 148, 877자3이다. 각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인가? 답 : 53자.[今有正方體,
積十四萬八千八百七十七尺。 問 : 每一邊若干? 答曰 : 五十三尺。]”

11) “又以隅法, 乘初商數, 得五十, 加於長廉法, 得一百。 仍與初商數相乘, 得五千, 加於方廉法, 得七千五百【卽初商
自乘數之三倍】。”

12) “又以隅法, 乘初商數, 得五十, 加於長廉法, 得一百五十【卽初商數之三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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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항전개식을 이용하였다.[2]
  (50+3��=��+3×��×3+3×50×��+��=��+{(3×�� )+(3×50×3)+�� }×3 ……(바)
(바)식 우변 둘째 항의 ‘3×��’과 ‘3×50’을 구하는 과정이 《산학정의》의 대문과 소주에 다음
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또 우법을 초상에 곱해 얻은 50을 장렴법에 더하면 100을 얻고, 이어서 이 수를 초상과 곱해 얻은 

5,000을 방렴법에 더하면 7,500【곧 초상을 제곱한 수의 3배이다.】을 얻는다. .”12)

“또 우법을 초상에 곱해 얻은 50을 장렴법에 더하면 150【곧 초상의 3배이다.】을 얻는다.”13)

대문과 소주의 계산과정을 대비하여 보이면 〈표 4〉와 같다.

〈표 4〉를 〈표 3〉과 비교하면 《산학정의》의 대문은 증승개방법을 따르고, 소주는 석쇄개방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석쇄개방법은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다항전
개식의 본래 구조가 잘 드러난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에, 계수들을 기억해야만 운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승개방법은 ‘어림수를 아랫행에 곱하여 윗행에 더
해주기[增乘]’를 반복하기만 하면 저절로 고차 다항전개식의 계수만큼 배수를 취한 결과가 되
어 단순하게 반복되는 알고리듬만으로 차수와 항수에 관계없이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에, 다항전개식의 본래 구조가 드러나지 않아서 각 계산 단계에 이루어지는 수치 조
작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산학정의》는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에 석쇄개
방법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가 개방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다.

3. 전통적 개방법과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 배열법 비교
  지금까지 《산학정의》 개방법이 증승개방법을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필요에 따라 석쇄개방법
과 대비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방법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살펴보
았다. 이 절에서는 《산학정의》 개방법이 운용한 어림수 배열법이 《구장산술》 이후 《산학계몽》
과 《양휘산법》 등의 개방법에 일관되게 사용되어온 전통적 어림수 배열법과 어떻게 달라졌는
지 고찰하고자 한다. 《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은 개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산대 배열에 따른 
자릿수 표현법을 달리 취하고 있는데14), 홍정하(洪正夏, 1684~?)의 《구일집(九一集)》(1724)이 
《양휘산법》의 방식을 따른 데 이어 《산학정의》 역시 《양휘산법》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서 《양휘산법》과 《구일집》의 어림수 배열법을 먼저 보이고 나

方體, 積十四萬八千八百七十七尺。問: 每一邊若干? 答曰: 五十三尺。]”
12) “又以隅法, 乘初商數, 得五十, 加於長廉法, 得一百。仍與初商數相乘, 得五千, 加於方廉法, 得七千五

百【卽初商自乘數之三倍】。”
13) “又以隅法, 乘初商數, 得五十, 加於長廉法, 得一百五十【卽初商數之三倍】。”
14) 《산학계몽》과 《양휘산법》 개방법에서 각기 취한, 산대 배열에 따른 자릿수 표현법의 차이에 대해서

는 별도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한다.

대문(大文) 소주(小註)

3×�� (50��+{50+(50×1)}×50 ��×3
3×50 (50+50)+(50×1) 50×3

〈표 4〉 

Table 4. Comparing the calculation process of KaiLiFangFa in basic text and annotation of
SanHak JeongEui;산학정의대문과소주의개입방법연산과정비교.

Table 4를 Table 3과비교하면 《산학정의》의대문은증승개방법을따르고,소주는석쇄개

방법을따랐음을알수있다.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석쇄개방법은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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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개방법과 《산학정의》개방법의어림수[商]배열법비교

지금까지 《산학정의》 개방법이 증승개방법을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필요에 따라 석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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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은 개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산대 배

열에 따른 자릿수 표현법을 달리 취하고 있는데13), 홍정하 (洪正夏, 1684∼1727)의 《구일집

(九一集)》(1724)이 《양휘산법》의방식을따른데이어 《산학정의》 역시 《양휘산법》의방식을

따르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전통적방식으로서 《양휘산법》과 《구일집》의어림수배열법

을먼저보이고나서 《산학정의》의방식을보이기로한다.

3.1 《양휘산법》개방법의어림수배열법

《양휘산법》 〈전묘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하권에다음과같은문제가있고 [6],

13) 《산학계몽》과 《양휘산법》 개방법에서 각기 취한, 산대 배열에 따른 자릿수 표현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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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학정의》의 방식을 보이기로 한다.

3.1 《양휘산법》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양휘산법》 〈전묘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하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5]

“직사각형 밭의 면적이 864보�인데, 지금 너비가 길이보다 12보 짧다. 너비는 얼마인가?”15)

풀이법을 <그림 1>과 같은 도해로 보이고 있는데,

그림 1 《양휘산법》 
개방법 예시

 

그림의 내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국어로 옮기고 가로쓰기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방법을 시작할 때 각 자리의 배열법을 보인 도해[開方列位圖]16)

면적을 놓아 피개방수[實]로 삼는다. 별도로 산대 하나를 놓는데, 이를 ‘우(隅: 우산(隅算))’라고 칭

15) “直田積八百六十四步, 只云闊不及長一十二步。問: 闊幾步?”
16)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어림수의 자리[商位]
면적을 놓는 자리[置積] 8 6 4

방법(方法)
종방(從方) 1 2
우산(隅算) 1

Figure 1. An example of KaiFangFa in YangHui SuanFa; 《양휘산법》 개방법 예시.

Figure 1의내용을아라비아숫자와한국어로옮기고가로쓰기를적용하면다음과같다.

① 개방법을시작할때각자리의배열법을보인도해[開方列位圖]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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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라고칭한다. 우산을피개방수의끝열부터한자리씩건너뛰면서전진하여피개방수

를묶되백의자리아래에이르러 10보의자리를정한다.

② 근의첫째자리수를어림하는과정을보인도해[商第一位數圖]

14) “直田積八百六十四步, 只云闊不及長一十二步。 問 : 闊幾步?”
15)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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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산을 피개방수의 끝 열부터 한 자리씩 건너뛰면서 전진하여 피개방수를 묶되 백의 자리 아래

에 이르러 10보의 자리를 정한다.

② 근의 첫째 자리 수를 어림하는 과정을 보인 도해[商第一位數圖] 

‘맨 위의 어림수[上商]’ 자리에 너비 20을 놓고, 우산에 곱하여, 종방(從方)의 위에 20을 놓는데, 이

를 ‘방법(方法)’이라고 칭한다. 방법의 수와 종방의 수를 모두 맨 위의 어림수에 곱하여, 피개방수

에서 640을 뺀다. ○방법에 2를 곱한 다음,17) 한 자리 물리는데, 이를 ‘염(廉: 염법(廉法))’이라고 

칭한다. 종법(從法: 종방)도 한 자리 물리고, 우산을 두 자리 물린다.

③ 근의 둘째 자리 수를 어림하는 과정을 보인 도해[商第二位數圖] 

또 너비 4보를 어림하여 놓고, 우산에 곱하여, 염법 뒤에 4를 놓는데, 이를 ‘우(隅: 우법(隅法))’이라

고 칭한다. 염법, 종방, 우법을 모두 맨 위의 어림수 4에 곱하여 피개방수에서 빼면, 피개방수가 소진

되므로, 너비가 24보가 된다.

  위 풀이법은 밑줄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방법 20에 
이항전개식의 일차항의 계수 2를 곱하여 40을 얻었으므로 석쇄개방법으로 근을 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도해에서 너비를 어림한 수 24가 배열된 모습이다. 곧 일의자리의 
수 4의 바로 앞자리에 십의자리의 수 2가 배열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
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2 《구일집》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구일집》 제6권 〈개방각술문 상(開放各術門上)〉의 24번째 예제 역시 면적이 864보�이고 너
비가 길이보다 12보 짧은 밭의 너비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3] 여기에는 <그림 2>와 같이 
개방법을 시작할 때 각 자리의 배열법만 그림으로 보이고 나머지 풀이법은 모두 설명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17) 인용문의 밑줄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너비를 어림한 수[商闊] 2
면적을 놓는 자리[置積] 8 6 4

방법(方法) 2
종방(從方) 1 2
우산(隅算) 1

너비를 어림한 수[商闊] 2 4
면적을 놓는 자리[置積] 2 2 4

방법(方法) 4 4
종방(從方) 1 2
우산(隅算) 1

‘맨 위의 어림수 [上商]’ 자리에 너비 20을 놓고, 우산에 곱하여, 종방 (從方)의 위에 20을

놓는데,이를 ‘방법(方法)’이라고칭한다. 방법의수와종방의수를모두맨위의어림수에

곱하여,피개방수에서 640을뺀다. ○방법에 2를곱한다음16),한자리물리는데,이를 ‘염

(廉 : 염법 (廉法))’이라고 칭한다. 종법 (從法 : 종방)도한자리물리고,우산을두자리물

린다.

③ 근의둘째자리수를어림하는과정을보인도해[商第二位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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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전개식의 일차항의 계수 2를 곱하여 40을 얻었으므로 석쇄개방법으로 근을 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도해에서 너비를 어림한 수 24가 배열된 모습이다. 곧 일의자리의 
수 4의 바로 앞자리에 십의자리의 수 2가 배열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
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2 《구일집》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구일집》 제6권 〈개방각술문 상(開放各術門上)〉의 24번째 예제 역시 면적이 864보�이고 너
비가 길이보다 12보 짧은 밭의 너비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3] 여기에는 <그림 2>와 같이 
개방법을 시작할 때 각 자리의 배열법만 그림으로 보이고 나머지 풀이법은 모두 설명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17) 인용문의 밑줄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너비를 어림한 수[商闊] 2
면적을 놓는 자리[置積] 8 6 4

방법(方法) 2
종방(從方) 1 2
우산(隅算) 1

너비를 어림한 수[商闊] 2 4
면적을 놓는 자리[置積] 2 2 4

방법(方法) 4 4
종방(從方) 1 2
우산(隅算) 1

또 너비 4보를 어림하여 놓고, 우산에 곱하여, 염법 뒤에 4를 놓는데, 이를 ‘우 (隅 : 우법

(隅法))’라고 칭한다. 염법, 종방, 우법을 모두 맨 위의 어림수 4에 곱하여 피개방수에서

빼면,피개방수가소진되므로,너비가 24보가된다.

위 풀이법은 밑줄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방법 20에

이항전개식의일차항의계수 2를곱하여 40을얻었으므로석쇄개방법으로근을구한것이다.

본논문에서주목하는점은도해에서너비를어림한수 24가배열된모습이다. 곧일의자리의

수 4의 바로 앞자리에 십의자리의 수 2가 배열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건너뛰는칸이없이일,십,백,천,만의자리가차근차근자리잡음을알수있다.

3.2 《구일집》개방법의어림수[商]배열법

《구일집》 제6권 〈개방각술문상 (開放各術門上)〉의 24번째예제역시면적이 864보2이고

너비가 길이보다 12보 짧은 밭의 너비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1]. 여기에는 Figure 2와

같이개방법을시작할때각자리의배열법만그림으로보이고나머지풀이법은모두설명문

으로제시되어있다.

Figure 2의풀이법을아라비아숫자와한국어로옮기고가로쓰기를적용하면다음과같다.

16) 인용문의 번호와 밑줄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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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일집》 
개방법 예시

  위 사진의 풀이법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국어로 옮기고 가로쓰기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면적을 놓아 피개방수[實]로 삼고, 너비와 길이의 차 【12보】를 종방(從方)으로 삼고, 1을 우법(隅法)으

로 삼아 대종평방법(帶縱平方法)으로 근을 구한다.

□1 18)【종방을 한 자리 전진시키고, 우법을 두 자리 전진시킨다.】 

□2 맨 윗자리에서 초상 【20】을 어림한 다음, 우법 1과 초상 【20】을 서로 곱하여 얻은 【20】을 종방에 

더하면 도합 【32】를 얻는다. 

□3 이 수를 초상 【20】과 서로 곱하면 【640】을 얻는다. 피개방수에서 【640】을 빼면 피개방수에 【224

보】가 남는다.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서로 곱하여 얻은 【20】을 종방에 더해넣으면 종방이 도합 

【52】가 된다. 그런 다음 【종방을 한 자리 물리고, 우법을 두 자리 물린다.】 차상(次商) 【4보】를 초상 【20】의 

다음 자리에 어림해 놓고, 우법 1과 차상 【4보】를 서로 곱하여 얻은 【4】를 종방에 더해넣으면 종방이 

도합 【56】이 된다. 이 수를 차상 【4보】와 서로 곱하면 【224보】를 얻는다. 피개방수에서 【224】를 빼면 

피개방수가 똑 떨어지므로, 너비가 구해졌다. 이 수에 너비와 길이의 차를 더하면 곧 길이가 된다.”

  위와 같이 이 풀이법에 실린 도해는 하나뿐이지만 설명된 내용을 □1 , □2 , □3  단계에 따라 

18) 인용문의 번호 □1 , □2 , □3 과 밑줄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8 6 4
1 2

1

Figure 2. An example of KaiFangFa in GuIl Jip; 《구일집》 개방법 예시.

“면적을 놓아 피개방수 [實]로 삼고, 너비와 길이의 차 【12보】를 종방 (從方)으로

삼고, 1을우법(隅法)으로삼아대종평방법(帶縱平方法)으로근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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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수를 초상 【20】과 서로 곱하면 【640】을 얻는다. 피개방수에서 【640】을 빼면 피개방수에 【224

보】가 남는다.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서로 곱하여 얻은 【20】을 종방에 더해넣으면 종방이 도합 

【52】가 된다. 그런 다음 【종방을 한 자리 물리고, 우법을 두 자리 물린다.】 차상(次商) 【4보】를 초상 【20】의 

다음 자리에 어림해 놓고, 우법 1과 차상 【4보】를 서로 곱하여 얻은 【4】를 종방에 더해넣으면 종방이 

도합 【56】이 된다. 이 수를 차상 【4보】와 서로 곱하면 【224보】를 얻는다. 피개방수에서 【224】를 빼면 

피개방수가 똑 떨어지므로, 너비가 구해졌다. 이 수에 너비와 길이의 차를 더하면 곧 길이가 된다.”

  위와 같이 이 풀이법에 실린 도해는 하나뿐이지만 설명된 내용을 □1 , □2 , □3  단계에 따라 

18) 인용문의 번호 □1 , □2 , □3 과 밑줄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8 6 4
1 2

1

1 17)【종방을 한 자리 전진시키고, 우법을 두 자리 전진시킨다.】

2 맨 윗자리에서 초상 【20】을 어림한 다음, 우법 1과 초상 【20】을 서로 곱하여 얻은 【20】을

종방에더하면도합 【32】를얻는다.

3 이수를초상 【20】과서로곱하면 【640】을얻는다. 피개방수에서 【640】을빼면피개방수에

【224보】가 남는다. 별도로우법 1을초상 【20】과서로곱하여얻은 【20】을종방에더해넣으면

종방이 도합 【52】가 된다. 그런 다음 【종방을 한 자리 물리고, 우법을 두 자리 물린다.】 차상 (次商)

【4보】를 초상 【20】의 다음 자리에 어림해 놓고, 우법 1과 차상 【4보】를 서로 곱하여 얻은 【4】

를종방에더해넣으면종방이도합 【56】이된다. 이수를차상 【4보】와서로곱하면 【224보】를

얻는다. 피개방수에서 【224】를 빼면 피개방수가 똑 떨어지므로, 너비가 구해졌다. 이 수에

너비와길이의차를더하면곧길이가된다.”

위와같이이풀이법에실린도해는하나뿐이지만설명된내용을 1 , 2 , 3 단계에따라도시

17) 인용문의 번호와 밑줄 및 볼드체 표식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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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示)하면다음과같다.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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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 19) 
 

  □2  

  □3  

 

  
  위 풀이법은 곧은 밑줄( )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종방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곱하여 얻
은 20을 종방에 더했으므로 증승개방법으로 근을 구한 것이다. 
  위 풀이법을 3.1절에 보인 《양휘산법》의 풀이법과 비교해 보면, 이밖에도 방법과 종방을 별
도로 배열하여 5행으로 진행하는 《양휘산법》의 개방법 산대배열과 달리 《구일집》은 방법 행
을 별도로 잡지 않고 종방에 바로 더해주어 4행으로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또 《구일집》
은 《양휘산법》의 ‘우산’을 ‘우법’으로 지칭했다는 점, 그리고  《양휘산법》은 계산의 진행에 따
라 방법 행에 놓인 수 전체 또는 일부에 ‘염(廉)’, ‘우(隅)’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데 반해  
《구일집》은 이와 같은 명칭의 추가가 없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법과 종방을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 및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
다. 3.1절 도해의 방법 행과 종방 행의 수치를 합한 것을 위 도해의 종방 행의 수치와 비교하
면 일치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3.1절의 도해  ①, ②, ③과 위의 도해 □1 , □2 , □3 을 비교하
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중에 특히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이다. 3.1절의 도해 ③과 
같이 위의 도해 □3 에서도 어림수 24의 ‘2’와 ‘4’가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차례로 배열되
었다. 인용문 중 물결 밑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하면 이와 같이 된다. 말하자면 《구일집》의 개
방법도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3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19)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각주 17)에 보인 《양휘산법》의 
예와 달리 《구일집》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1차항의 계수(방법)와 초기 방정식에 주어진 1차항
의 계수(종방)를 구분하지 않고 ‘종방(從方)’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어림수[商]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1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3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4
피개방수[實] 2 2 4

종방(從方) 5 6
우법(隅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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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위의 도해 □3 에서도 어림수 24의 ‘2’와 ‘4’가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차례로 배열되
었다. 인용문 중 물결 밑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하면 이와 같이 된다. 말하자면 《구일집》의 개
방법도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3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19)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각주 17)에 보인 《양휘산법》의 
예와 달리 《구일집》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1차항의 계수(방법)와 초기 방정식에 주어진 1차항
의 계수(종방)를 구분하지 않고 ‘종방(從方)’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어림수[商]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1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3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4
피개방수[實] 2 2 4

종방(從方) 5 6
우법(隅法)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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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 19) 
 

  □2  

  □3  

 

  
  위 풀이법은 곧은 밑줄( )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종방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곱하여 얻
은 20을 종방에 더했으므로 증승개방법으로 근을 구한 것이다. 
  위 풀이법을 3.1절에 보인 《양휘산법》의 풀이법과 비교해 보면, 이밖에도 방법과 종방을 별
도로 배열하여 5행으로 진행하는 《양휘산법》의 개방법 산대배열과 달리 《구일집》은 방법 행
을 별도로 잡지 않고 종방에 바로 더해주어 4행으로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또 《구일집》
은 《양휘산법》의 ‘우산’을 ‘우법’으로 지칭했다는 점, 그리고  《양휘산법》은 계산의 진행에 따
라 방법 행에 놓인 수 전체 또는 일부에 ‘염(廉)’, ‘우(隅)’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데 반해  
《구일집》은 이와 같은 명칭의 추가가 없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법과 종방을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 및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
다. 3.1절 도해의 방법 행과 종방 행의 수치를 합한 것을 위 도해의 종방 행의 수치와 비교하
면 일치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3.1절의 도해  ①, ②, ③과 위의 도해 □1 , □2 , □3 을 비교하
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중에 특히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이다. 3.1절의 도해 ③과 
같이 위의 도해 □3 에서도 어림수 24의 ‘2’와 ‘4’가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차례로 배열되
었다. 인용문 중 물결 밑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하면 이와 같이 된다. 말하자면 《구일집》의 개
방법도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3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19)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각주 17)에 보인 《양휘산법》의 
예와 달리 《구일집》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1차항의 계수(방법)와 초기 방정식에 주어진 1차항
의 계수(종방)를 구분하지 않고 ‘종방(從方)’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어림수[商]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1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피개방수[實] 8 6 4

종방(從方) 3 2
우법(隅法) 1

어림수[商] 2 4
피개방수[實] 2 2 4

종방(從方) 5 6
우법(隅法) 1

위 풀이법은 밑줄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종방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곱하여 얻은 20을

종방에더했으므로증승개방법으로근을구한것이다.

위 풀이법을 3.1절에 보인 《양휘산법》의 풀이법과 비교해 보면, 이밖에도 방법과 종방을

별도로 배열하여 5행으로 진행하는 《양휘산법》의 개방법 산대배열과 달리 《구일집》은 방법

행을별도로잡지않고종방에바로더해주어 4행으로진행한다는차이점이있고,또 《구일집》

은 《양휘산법》의 ‘우산’을 ‘우법’으로지칭했다는점,그리고 《양휘산법》은계산의진행에따

라방법행에놓인수전체또는일부에 ‘염 (廉)’, ‘우 (隅)’라는 새로운명칭을부여한데반해

《구일집》은이와같은명칭의추가가없다는점등의차이가있다.

그러나 우법과 종방을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 및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3.1절도해의방법행과종방행의수치를합한것을위도해의종방행의수치와비교하

면일치하는데,이점을고려하여 3.1절의도해①,②,③과위의도해 1 , 2 , 3 을비교하면

정확히일치함을확인할수있다.

본논문에서주목하는점은이중에특히어림수를배열하는방식이다. 3.1절의도해③과

같이위의도해 3 에서도어림수 24의 ‘2’와 ‘4’가 중간에건너뛰는칸이없이차례로배열되

었다. 인용문중볼드체부분을도시하면이와같이된다. 말하자면 《구일집》의 개방법도어

림수를배열할때중간에건너뛰는칸이없이일,십,백,천,만의자리가차근차근자리잡음을

18)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각주 15)에 보인 《양휘산
법》의 예와 달리 《구일집》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1차항의 계수 (방법)와 초기 방정식에 주어
진 1차항의 계수 (종방)를 구분하지 않고 ‘종방 (從方)’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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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풀이법은 곧은 밑줄( )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해 
종방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별도로 우법 1을 초상 20과 곱하여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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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도로 잡지 않고 종방에 바로 더해주어 4행으로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또 《구일집》
은 《양휘산법》의 ‘우산’을 ‘우법’으로 지칭했다는 점, 그리고  《양휘산법》은 계산의 진행에 따
라 방법 행에 놓인 수 전체 또는 일부에 ‘염(廉)’, ‘우(隅)’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데 반해  
《구일집》은 이와 같은 명칭의 추가가 없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법과 종방을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 및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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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치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3.1절의 도해  ①, ②, ③과 위의 도해 □1 , □2 , □3 을 비교하
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중에 특히 어림수를 배열하는 방식이다. 3.1절의 도해 ③과 
같이 위의 도해 □3 에서도 어림수 24의 ‘2’와 ‘4’가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차례로 배열되
었다. 인용문 중 물결 밑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하면 이와 같이 된다. 말하자면 《구일집》의 개
방법도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3.3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商] 배열법

19)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각주 17)에 보인 《양휘산법》의 
예와 달리 《구일집》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생성된 1차항의 계수(방법)와 초기 방정식에 주어진 1차항
의 계수(종방)를 구분하지 않고 ‘종방(從方)’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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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다.

3.3 《산학정의》개방법의어림수[商]배열법

《산학정의》상권(上卷)개평방법(開平方法)둘째예제는 4,096의제곱근 64를구하는문제

인데,그풀이법은다음과같다 [3].19)

1 “4,096덩이를놓아피개방수[實]로삼고,피개방수중 ‘1덩이’의자리에있는 6의아래에

산대하나를빌려다놓는데,이를우법이라고한다.

2 피개방수가 10을제곱한수보다크므로한칸을건너뛰어피개방수중비어 [空]있는20)

백의자리아래로우법을전진시킨다.

3 그런다음피개방수중비어 [空]있는백의자리위에서 60을어림하여 [商]얻고,우법과

곱하여얻은 60을우법위에놓는데,이것이염법이다.【우법이 이미 한 칸을 건너뛰어 전진했으므로

어림하여얻은수역시한칸을건너뛴앞자리에놓고염법역시따라서한칸을건너뛴앞자리에놓는다. 가령 100

을 어림하여 피개방수의 만의 자리 위에 놓았다면 염법 100 역시 피개방수의 만의 자리 아래에 놓고, 한 번 물려

어림수 중 십의 자리의 수와 서로 곱할 때면 피개방수의 천의 자리 아래에 놓고, 다시 물려 어림수 중 일의 자리의

수와 서로 곱할 때면 비로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여 피개방수의 백의 자리의 아래에 있게 된다. 초상이 10

이라서 피개방수의 백의 자리의 위에 놓았다면 염법 10 역시 피개방수의 백의 자리의 아래에 놓고, 자리를 물려

어림수중일의자리의수와곱할때면비로소본래의자리로복귀하여피개방수의십의자리의아래에있게된다.】

4 이염법 (60)21)을어림수 (60)와곱하면 3,600을얻는데,이수를피개방수에서빼면 496

덩이가남아 ‘차상의피개방수[次商實]’가 된다. 또우법을초상 60에곱하여염법에더하면

120을얻는다.【곧 초상의 2배이다.】그런다음염법을한자리물리고우법을두자리물린다. ‘남

은 피개방수 [餘實]’ 중 ‘1덩이’의 자리에있는 6의위에서 4덩이를차상으로어림하여얻고

【염법을 가지고 차상의 피개방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어림하여[商除]’ 차상을 얻는다.】,우법과곱하여얻은

4덩이를염법에더하면 124를얻는다.

이 수를 차상과 곱하면 496덩이를 얻는데, 차상의 피개방수에서 이 수를 빼면 똑 떨어진다.

초상과차상을합하여얻은 64덩이가한변에깔린정사각형벽돌의덩이수이다.”22)

19) 인용문의 번호와 밑줄 및 볼드체 표식은 논지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20) 비어[空] 있는 : 산대셈에서 ‘0’은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표시한다.
21) 괄호 속의 숫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본 인용문에서는 모두 그러하다.
22) “列四千九十六塊, 爲實 ; 借一算於六塊之下, 名曰隅法。 因實爲十自乘積以上, 故超進於實百空位之下。 乃商得
六十於實百空位之上。 與隅法相乘, 得六十, 置之隅法之上, 爲廉法。【隅法旣超位。 故商得數亦超置, 廉法亦隨以超位。
假令商百, 置實萬位之上, 則廉法之百, 亦居萬位之下 ; 至於一退, 與商十相乘, 則居千位之下 ; 再退, 與商得單位相乘, 則始復
本位, 居實百位之下也。 初商爲十, 置實百位之上, 則廉法之十, 亦居實百位之下 ; 退, 與商得單位相乘之時, 始復本位, 居實十
位之下】 仍與商數相乘, 得三千六百。 以減實, 餘四百九十六塊, 爲次商實。 又以隅法, 乘初商數六十, 加於廉法,
得一百二十【卽初商之二倍】。 於是廉法, 退一位 ; 隅法, 退二位。 次商得四塊於餘實六塊之上【以廉法, 商除次商實,
得次商數】。 與隅法相乘, 得四塊, 加於廉法, 得一百二十四。 仍與次商數相乘, 得四百九十六塊。 減次商實, 恰盡。
以初商數、次商數倂之, 得六十四塊, 爲每邊方甎。”



284 The Unique Achievement of 《SanHak JeongEui》 on KaiFangFa with count-wood

위풀이법에설명된내용을 1 , 2 , 3 , 4 단계에따라도시(圖示)하면다음과같다.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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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정의》 상권(上卷) 개평방법(開平方法) 둘째 예제는 4,096의 제곱근 64를 구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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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우법을 전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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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괄호 속의 숫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본 인용문에서는 모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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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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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풀이법에서는 곧은 밑줄( )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
해 염법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우법 1을 초상 60에 다시 곱하여 얻
은 60을 염법 60에 더하여 120을 얻었으므로 증승개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주
(小註)를 달아 염법 60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여 120을 얻는 석쇄개방법의 
정보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의 2장에서 논한 대로이다.
  위는 초기 방정식에 1차항이 없는 문제의 풀이법이므로, 위 도해와 같이 5행으로 계산이 진
행된 3.1절의 도해와 달리 4행으로 계산이 진행됨은 당연한 것이다. 1차항의 계수 전체를 《구
일집》 및 《양휘산법》과 달리 ‘염법(廉法)’으로 지칭하였고, 2차항의 계수는  《구일집》 과 같이 
우법으로 지칭하였다. 
  앞에 보인 《양휘산법》, 《구일집》, 《산학정의》의 도해를 모두 비교해 보면 2차항의 계수와 1
차항의 계수를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
장산술》에서 이미 확립된 방식이다. 산대셈 개방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중
에, 변한 요소와 불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점은 불변의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어림수 배열법을 보면 위 《산학정의》의 도해는 앞에서 보인 《양휘산
법》 및 《구일집》 의 도해와 차이가 있다. 《양휘산법》의 도해 ③과  《구일집》 의 도해 □3 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24[二十四]는 중간에 건너뛴 칸이 없는 데 반해, 《산학정의》의 도해 ●
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64[六十四]는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었다. 위 인용문 중 물결 밑
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한 결과가 ●의 맨 윗행이다. 
  《산학정의》의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배열한 방식은 중국과 조선에서 운용해온 전통적인 방식
을 변경하여,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를 방정식의 차수에 맞춘 소정의 칸수씩 건너뛰어 정
하는 것이다. 개평방(開平方: 2차방정식)의 경우는 한 칸씩 건너뛰고, 개입방(開立方: 3차방정
식)의 경우는 두 칸씩 건너뛰고, 삼승방(三乘方: 4차방정식)의 경우는 세 칸씩 건너뛰는 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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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64[六十四]는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었다. 위 인용문 중 물결 밑
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한 결과가 ●의 맨 윗행이다. 
  《산학정의》의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배열한 방식은 중국과 조선에서 운용해온 전통적인 방식
을 변경하여,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를 방정식의 차수에 맞춘 소정의 칸수씩 건너뛰어 정
하는 것이다. 개평방(開平方: 2차방정식)의 경우는 한 칸씩 건너뛰고, 개입방(開立方: 3차방정
식)의 경우는 두 칸씩 건너뛰고, 삼승방(三乘方: 4차방정식)의 경우는 세 칸씩 건너뛰는 식이
다.

어림수[商]
피개방수[實] 4 0 9 6
염법(廉法)
우법(隅法) 1

어림수[商] 6
피개방수[實] 4 0 9 6
염법(廉法) 6
우법(隅法) 1

어림수[商] 6 4
피개방수[實] 4 9 6
염법(廉法) 1 2 4
우법(隅法) 1

위풀이법에서는밑줄을친부분에서보듯이초상을구한다음에차상을구하기위해염법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우법 1을 초상 60에 다시 곱하여 얻은 60을

염법 60에더하여 120을얻었으므로증승개방법을사용한것이다. 그러면서도소주(小註)를

달아염법 60에이항전개식의 1차항의계수 2를곱하여 120을얻는다는석쇄개방법의정보를

아울러제공하고있다. 이는앞의 2장에서논한대로이다.

위는 초기 방정식에 1차항이 없는 문제의 풀이법이다. 따라서 5행으로 계산이 진행된 3.1

절의도해와달리위도해와같이 4행으로계산이진행됨은당연한것이다. 1차항의계수전

체를 《구일집》및 《양휘산법》과달리 ‘염법(廉法)’으로지칭하였고, 2차항의계수는 《구일집》

과같이우법으로지칭하였다.

앞에 보인 《양휘산법》, 《구일집》, 《산학정의》의 도해를 모두 비교해 보면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를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장산술》에서 이미 확립된 방식이다. 산대셈 개방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중에,변한요소와불변의요소가있는데,이점은불변의요소중하나이다.

본논문에서주목하는어림수배열법을보면위 《산학정의》의도해는앞에서보인 《양휘산

법》 및 《구일집》 의 도해와 차이가 있다. 《양휘산법》의 도해 ③과 《구일집》 의 도해 3 의 맨

23) 도해의 각 행에 현대 수학의 방정식 용어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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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풀이법에서는 곧은 밑줄( )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초상을 구한 다음에 차상을 구하기 위
해 염법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지 않고, 우법 1을 초상 60에 다시 곱하여 얻
은 60을 염법 60에 더하여 120을 얻었으므로 증승개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주
(小註)를 달아 염법 60에 이항전개식의 1차항의 계수 2를 곱하여 120을 얻는 석쇄개방법의 
정보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의 2장에서 논한 대로이다.
  위는 초기 방정식에 1차항이 없는 문제의 풀이법이므로, 위 도해와 같이 5행으로 계산이 진
행된 3.1절의 도해와 달리 4행으로 계산이 진행됨은 당연한 것이다. 1차항의 계수 전체를 《구
일집》 및 《양휘산법》과 달리 ‘염법(廉法)’으로 지칭하였고, 2차항의 계수는  《구일집》 과 같이 
우법으로 지칭하였다. 
  앞에 보인 《양휘산법》, 《구일집》, 《산학정의》의 도해를 모두 비교해 보면 2차항의 계수와 1
차항의 계수를 전진시키거나 물리는 방식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
장산술》에서 이미 확립된 방식이다. 산대셈 개방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중
에, 변한 요소와 불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점은 불변의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어림수 배열법을 보면 위 《산학정의》의 도해는 앞에서 보인 《양휘산
법》 및 《구일집》 의 도해와 차이가 있다. 《양휘산법》의 도해 ③과  《구일집》 의 도해 □3 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24[二十四]는 중간에 건너뛴 칸이 없는 데 반해, 《산학정의》의 도해 ●
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64[六十四]는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었다. 위 인용문 중 물결 밑
줄( )을 친 부분을 도시한 결과가 ●의 맨 윗행이다. 
  《산학정의》의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배열한 방식은 중국과 조선에서 운용해온 전통적인 방식
을 변경하여,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를 방정식의 차수에 맞춘 소정의 칸수씩 건너뛰어 정
하는 것이다. 개평방(開平方: 2차방정식)의 경우는 한 칸씩 건너뛰고, 개입방(開立方: 3차방정
식)의 경우는 두 칸씩 건너뛰고, 삼승방(三乘方: 4차방정식)의 경우는 세 칸씩 건너뛰는 식이
다.

어림수[商]
피개방수[實] 4 0 9 6
염법(廉法)
우법(隅法) 1

어림수[商] 6
피개방수[實] 4 0 9 6
염법(廉法) 6
우법(隅法) 1

어림수[商] 6 4
피개방수[實] 4 9 6
염법(廉法) 1 2 4
우법(隅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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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행에배열된어림수 24[二十四]는중간에건너뛴칸이없는데반해, 《산학정의》의도해 4

의 맨 윗행에 배열된 어림수 64[六十四]는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었다. 위 인용문 중 볼드체

부분을도시한결과가 4 의맨윗행이다.

《산학정의》의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배열한 방식은 중국과 조선에서 운용해온 전통적인

방식을 변경하여, 일, 십, 백, 천, 만의 자리를 방정식의 차수에 맞춘 소정의 칸수씩 건너뛰어

정하는 것이다. 개평방 (開平方 : 2차방정식)의 경우는 한 칸씩 건너뛰고, 개입방 (開立方 : 3

차방정식)의경우는두칸씩건너뛰고,삼승방(三乘方 : 4차방정식)의경우는세칸씩건너뛰는

식이다.

4 《산학정의》개방법의어림수배열법변경에참고한자료와변경으로인한잇점

지금까지 《산학정의》 개방법에서운용한어림수배열법이전통적인방식과어떻게다른지

를 《양휘산법》 및 《구일집》과비교하여살펴보았다. 《산학정의》의방식은조선의산학서뿐만

아니라중국의산학서에서도찾아볼수없는, 《산학정의》 개방법만의독특한방식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은 개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산대 배열에

따른자릿수표현법을달리취하고있는데,앞서 《구일집》의도해에서보았듯이조선의산학자

들은 《양휘산법》의자릿수표현법을따르고있었고,이점은 《산학정의》도예외가아니었다.

중국에서는주판셈이유행한명대(明代)이후로산대셈은이미자취를감추었지만24) 조선

에서는 19세기말까지도산대셈전통이강고하게유지되고있었다. 조선에서산대셈전통은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쓰여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이 오랜 만큼 그

방식도역사의풍화속에갈고닦여가장정확하면서도신속한계산법으로안착되었다. 그렇

다면 《산학정의》 개방법이 전통적인 어림수 배열법을 변경한 데에는 뭔가 외적 요인이 작용

했을가능성이높다. 아래에서는 《산학정의》 저자들이어림수배열법변경에참고한자료를

추정해보고,어림수배열법변경으로인한잇점을살펴보았다.

4.1 어림수배열법수정에참고한자료

《산학정의》의 내용 중에는 《수리정온》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의식하여 저술한

곳이 적지 않다. 《산학정의》는 개방법을 다룬 절들의 도입부를 《수리정온》 하편 권11 〈평방

(平方)〉, 〈대종평방 (帶縱平方)〉, 〈대종교수입방 (帶縱較數立方)〉 및 권23 〈입방 (立方)〉의 도

입부를발췌하여새로운표현과구성으로간결하게서술하였고,전체 20개예제중 4개를 《수

리정온》의 예제에서수치까지그대로가져다가구성하였다. 다만그계산법은 《수리정온》을

24) 조선숙종(肅宗)때한양의위도를측정하기위해온청나라의사력(司曆)하국주(何國柱)가산대셈으로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능수능란하게 풀이하는 홍정하 (洪正夏)의 실력을 보고 놀라워하며 산대를 가져갔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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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않고산대셈개방법의계산절차에따라독자적으로서술하였다. 필산(筆算)을채택한

《수리정온》과달리 《산학정의》는전반적으로산대셈법을채택했으므로자연스러운귀결이라

할것이다. 그러면서도 《산학정의》의저자들은 《수리정온》의계산법을무조건배척하지않고

충분히이해한뒤에장점을흡수하였다.

《수리정온》의필산개평방법은아래 Figure 3과같이현대수학의제곱근조립제법과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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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 배열법 변경에 참고한 자료와 변경으로 인한 잇점
  지금까지 《산학정의》 개방법에서 운용한 어림수 배열법이 전통적인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양휘산법》 및 《구일집》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산학정의》의 방식은 조선의 산학서뿐만 아
니라 중국의 산학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산학정의》 개방법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은 개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산대 배열에 따
른 자릿수 표현법을 달리 취하고 있는데, 앞서 《구일집》의 도해에서 보았듯이 조선의 산학자
들은 《양휘산법》의 자릿수 표현법을 따르고 있었고, 이 점은 《산학정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주판셈이 유행한 명대(明代) 이후로 산대셈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지만25) 조선에
서는 19세기 말까지도 산대셈 전통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조선에서 산대셈 전통은 한
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쓰여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이 오랜 만큼 그 방
식도 역사의 풍화 속에 갈고 닦여 가장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계산법으로 안착되었다. 그렇다
면 《산학정의》 개방법이 전통적인 어림수 배열법을 변경한 데에는 뭔가 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산학정의》 저자들이 어림수 배열법 변경에 참고한 자료를 추정해
보고, 어림수 배열법 변경으로 인한 잇점을 살펴보았다.

4.1 어림수 배열법 수정에 참고한 자료

  《산학정의》의 내용 중에는 《수리정온》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의식하여 저술한 곳
이 적지 않다.  《산학정의》는 개방법을 다룬 절들의 도입부를 《수리정온》 하편 권11 〈평방(平
方)〉, 〈대종평방(帶縱平方)〉, 〈대종교수입방(帶縱較數立方)〉 및 권23 〈입방(立方)〉의 도입부를 
발췌하여 새로운 표현과 구성으로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전체 20개 예제 중 4개를 《수리정온》
의 예제에서 수치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구성하였다. 다만 그 계산법은 《수리정온》을 따르지 
않고 산대셈 개방법의 계산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서술하였다. 필산(筆算)을 채택한 《수리정
온》과 달리 《산학정의》는 전반적으로 산대셈법을 채택했으므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
다. 그러면서도 《산학정의》의 저자들은 《수리정온》의 계산법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장점을 흡수하였다. 
  《수리정온》의 필산 개평방법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현대수학의 제곱근 조립제법과 유사
하다.

  이는 《수리정온》에서 54,756의 제곱근 234를 구하는 과정을 보인 것으로, 맨 윗줄이 어림
수[商], 그 다음 줄이 피개방수[實]이다. 어림수의 자리가 한 칸씩 건너뛰어 정해짐을 볼 수 있
다. 이는 전통적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차근차근 배열하던 것(제3장의 도해 ③과 □3 )과 다르고, 
《산학정의》에서 한 칸씩 건너뛰어 배열한 것(제3장의 도해 ●)과 같은 방식이다. 
  《산학정의》 저자들은 위와 같은 《수리정온》의 필산 개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통적 방

25) 조선 숙종(肅宗) 때 한양의 위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 청나라의 사력(司曆) 하국주(何國柱)가 산대셈
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능수능란하게 풀이하는 홍정하(洪正夏)의 실력을 보고 놀라워하며 산대를 
가져갔다는 일화가 유명하다.[3]

그림 3 《수리정온》 의 필산 개평방법

Figure 3. KaiPingFangFa by written-calculation in ShuLi JingYun ; 《수리정온》의필산개평방법.

이는 《수리정온》에서 54,756의제곱근 234를구하는과정을보인것으로,맨윗줄이어림수

[商],그다음줄이피개방수[實]이다. 어림수의자리가한칸씩건너뛰어정해짐을볼수있다.

이는 전통적 개방법에서 어림수를 차근차근 배열하던 것 (제3장의 도해 ③과 3 )과 다르고,

《산학정의》에서한칸씩건너뛰어배열한것(제3장의도해 4 )과같은방식이다.

《산학정의》 저자들은 위와 같은 《수리정온》의 필산 개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통적

방식을수정했을가능성이높다. 중국에서는이미산대셈이자취를감춘뒤이므로이와같은

수정이이루어질수도없었고그럴필요도없었지만, 19세기말까지산대셈의전통이유지되던

조선에서는 《수리정온》 개방법의장점이좋은자양분이되었던것이다.

4.2 어림수배열법수정으로인한잇점

《수리정온》의필산개방법예을보인앞의 Figure 3을보면맨윗줄 (어림수)과다음줄 (피

개방수) 사이에 누인 둥근 괄호를 한 칸씩 건너뛰어 표시하여 어림수를 기입할 자리를 미리

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25), 이는 산대셈 개평방법의 맨 아랫행에서 한 칸씩 건너뛰어 자리를

정하는우법을연상시킨다.

전통적 산대셈에서는 이 우법이 피개방수 중에서 각 차상 (各次商 : 초상, 차상, 삼차상 (三

次商)등)계산에고려되는부분을지정해주는역할및어림된수를계산에적용시키는매개

역할,그리고어림수와우법을곱한수를배열하는열을지정하는등세가지기능을지니는데

비해, 《산학정의》는 우법에또하나의기능을추가하였다. 제 3장의도해 3 , 4 에서보듯이

우법이놓인열의맨윗자리에어림수를놓도록한것이다. 《산학정의》의우법은전통적인세

가지기능에더하여 Figure 3의누인둥근괄호와같은기능이추가되어우법이어림수를놓는

25) 이는 현대수학에서 조립제법으로 제곱근을 구할 때 주어진 수를 차수에 따라 소정의 자리씩 구분하여 선을
그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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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지정하는역할을겸하게된것이다. 따라서우법을 n칸씩건너뛰어전진시키는 n승방법

계산에서는어림수역시 n칸씩건너뛴자리에놓아서, m차어림수를계산하는단계에서우법

과m차어림수는항상같은열에놓인다.

이와같은어림수배열법의변경은 《산학정의》가채택한증승개방법의기계적알고리듬에

일관성을더하여기계적구조성을배가시켰다. 아래 Figure 4는앞의제 3장에보인 《구일집》

의도해에서 1 의종방 12가 2 의종방 32로변화하는과정을보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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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는 이미 산대셈이 자취를 감춘 뒤이므로 이와 같은 수
정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19세기 말까지 산대셈의 전통이 유지되던 
조선에서는 《수리정온》 개방법의 장점이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4.2 어림수 배열법 수정으로 인한 잇점

  《수리정온》의 필산 개방법 예을 보인 앞의 <그림 3>을 보면 맨 윗줄(어림수)과 다음 줄(피
개방수) 사이에 누인 둥근 괄호(‿)를 한 칸씩 건너뛰어 표시하여 어림수를 기입할 자리를 미
리 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26) 이는 산대셈 개평방법의 맨 아랫행에서 한 칸씩 건너뛰어 자리
를 정하는 우법을 연상시킨다.
  전통적 산대셈에서는 이 우법이 피개방수 중에서 각 차상(各次商: 초상, 차상, 삼차상(三次
商) 등) 계산에 고려되는 부분을 지정해 주는 역할 및 어림된 수를 계산에 적용시키는 매개 
역할, 그리고 어림수와 우법을 곱한 수를 배열하는 열을 지정하는 등 세 가지 기능을 지니는 
데 비해, 《산학정의》는 우법에 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제3장의 도해 ●, ●에서 보듯
이 우법이 놓인 열의 맨 윗자리에 어림수를 놓도록 한 것이다. 《산학정의》의 우법은 전통적인 
세 가지 기능에 더하여 <그림 3>의 뉘인 둥근 괄호(‿)와 같은 기능이 추가되어 우법이 어림
수를 놓는 자리를 지정하는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법을 �칸씩 건너뛰어 전진시
키는 개방법 계산에서는 어림수 역시 �칸씩 건너뛴 자리에 놓아서, �차 어림수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우법과 �차 어림수는 항상 같은 열에 놓인다.
  이와 같은 어림수 배열법의 변경은 《산학정의》가 채택한 증승개방법의 기계적 알고리듬에 
일관성을 더하여 기계적 구조화를 배가시켰다. 아래 <그림 4>는 앞의 제3장에 보인 《구일집》
의 도해에서 □1 의 종방 12가 □2 의 종방 32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2 의 어림수 ‘2’(실제값 20)와 우법 ‘1’
(실제값 1)을 곱하여 20을 얻고, 이를 
□1 의 종방 12에 더하여 □2 의 종방 32가 
되었다. 
  윗행과 아랫행의 수를 서로 곱하여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증승개방법 운
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열에 놓인 어림
수(우2열)와 우법(우3열)을 곱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5>는 제3장에 보인 《산학정의》의 도해에서 ●의 염법 0이 ●의 염법 60으로 변
화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26) 이는 현대수학에서 조립제법으로 제곱근을 구할 때 주어진 수를 차수에 따라 소정의 자리씩 구분하
여 선을 그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4  《구일집》 개방법에서 종방의 계산과정Figure 4. The calculation process of CongFang從方 on KaiFangFa in GuIl Jip ; 《구일집》
개방법에서종방의계산과정.

2 의어림수 ‘2’(실제값 20)와우법 ‘1’(실제값 1)을곱하여 20을얻고,이를 1 의종방 12

에더하여 2 의종방 32가되었다.

윗행과아랫행의수를서로곱하여더하는과정을반복하는증승개방법운용에있어서서로

다른열에놓인어림수(우2열)와우법(우3열)을곱하고있는것이다.

아래 Figure 5는제3장에보인 《산학정의》의 도해에서 2 의염법 0이 3 의염법 60으로

변화하는과정을보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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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림수 ‘6’(실제값 60)과 우법 
‘1’(실제값 1)을 곱하여 60을 얻었
는데, ●의 염법이 0이므로 이렇게 
얻은 60이 그대로 ●의 염법 ‘6’(실
제값 60)이 되었다. 
  윗행과 아랫행의 수를 서로 곱함
에 있어서 같은 열(우3열)에 놓인 
수끼리만 곱하고, 곱한 결과 역시 
같은 열에 배열한 것이다.

  위는 어림수 배열법 변경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통적 증승개방법과 《산학정의》 증승개방법
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다항전개식의 계수를 알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석쇄개방법과 달리, 
증승개방법은 초기 방정식에 주어진 계수와 상수 및 계산과정에서 얻어지는 계수들 및 어림수 
상호 간의 곱셈과 덧셈을 반복하는 기계적 알고리듬만으로 근을 구하는 계산법이다. 《산학정
의》의 개방법은 <그림 5>에서 보듯이 동일 열에 위치한 수치끼리 곱하여 동일 열에 놓도록 
함으로써, 증승개방법의 알고리듬을 한층 더 기계적으로 구조화시켰다. 이로써 한 단계의 계
산이 완료되어 각 수의 자리를 물리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상하에 수직으로 배열된 수들 사이
에서만 수치 조작이 이루어지므로 전통적 증승개방법의 구조성을 완전하게 정련(精鍊)했다고 
할 수 있다.
  산대셈에서 ‘0’은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 나타낼 뿐이다. 이 때문에 계산과정과 결과에서 
자릿수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산학정의》의 방식에 따라 어림수를 배열
하면 자릿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론
  제2장에서는 《산학정의》 개방법 서술의 기본 체제를 살펴보았다. 《산학정의》는 증승개방법
을 기본 계산법으로 채택하면서 필요에 따라 석쇄개방법의 정보를 소주(小註) 형태로 제시하
였다. 모든 개방법 문제에 예외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간명한 일반 해법으로서 증승개방법
을 알고리듬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석쇄개방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구장산술》과 《산학계몽》 등의 전통산학서들이 체계적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도 
원리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생략함으로 인해 이해의 곤란이 초래되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으
로, 《산학정의》의 편찬 체제가 이론적 총괄을 앞세우고 예제를 그에 소속시킨 방식을 취한 것
과 동일한 의도로 해석된다. 계산 절차를 정리한 알고리듬으로써 일반 해법을 제시한 것은 
《구장산술》 이래 전통 산학서의 일관된 특징을 계승한 것이다.
  제3절에서는 《산학정의》 개방법의 어림수 배열법을 전통적 개방법의 방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았다. 전통적 방식은 《양휘산법》 및 《구일집》의 풀이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산학정의》의 
방식 역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방식은 어림수를 배열할 때 
중간에 건너뛰는 칸이 없이 차근차근 배열하는 데 반해, 《산학정의》는 한 칸씩 건너뛰면서 배
열한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해당 절의 예시는 이차방정식의 풀이법이기 때문에 한 칸씩 
건너뛴 것이고, 고차방정식의 경우는 해당 차수에 따라 소정이 칸씩 건너뛰면서 배열하게 된
다.

그림 5  《산학정의》 개방법에서 염법의 계산과정Figure 5. The calculation process of LianFa廉法 on KaiFangFa in SanHak JeongEui;
《산학정의》 개방법에서염법의계산과정.

3 의어림수 ‘6’(실제값 60)과우법 ‘1’(실제값 1)을곱하여 60을얻었는데, 2 의염법이 0

이므로이렇게얻은 60이그대로 3 의염법 ‘6’(실제값 60)이되었다.

윗행과 아랫행의 수를 서로 곱함에 있어서 같은 열 (우3열)에 놓인 수끼리만 곱하고, 곱한

결과역시같은열에배열한것이다.

위는어림수배열법변경의결과로서나타나는전통적증승개방법과 《산학정의》 증승개방

법의차이를단적으로보여주는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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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언급했듯이다항전개식의계수를알아야만운용할수있는석쇄개방법과달리,

증승개방법은초기방정식에주어진계수와상수및계산과정에서얻어지는계수들을가지고

어림수 상호 간의 곱셈과 덧셈을 반복하는 기계적 알고리듬만으로 근을 구하는 계산법이다.

《산학정의》의 개방법은 Figure 5에서 보듯이 동일 열에 위치한 수치끼리 곱하여 동일 열에

놓도록 함으로써, 증승개방법의 알고리듬을 한층 더 기계적으로 구조화시켰다. 이로써 한

단계의계산이완료되어각수의자리를물리는경우가아니면항상상하에수직으로배열된

수들사이에서만수치조작이이루어지므로전통적증승개방법의기계적구조성을완전하게

정련(精鍊)했다고할수있다.

산대셈에서 ‘0’은 자리를비워두는것으로나타낼뿐이다. 이때문에계산과정과결과에서

자릿수의혼동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하는데, 《산학정의》의방식에따라어림수를배열

하면자릿수에전혀신경을쓰지않고도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다.

5 결론

제 2장에서는《산학정의》개방법서술의기본체제를살펴보았다. 《산학정의》는증승개방법

을기본계산법으로채택하면서필요에따라석쇄개방법의정보를소주(小註)형태로제시하였

다. 모든개방법문제에예외없이광범위하게적용되는간명한일반해법으로서증승개방법을

알고리듬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석쇄개방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구장산술》과 《산학계몽》 등의 전통산학서들이 체계적인 계산법을 제시하면

서도 원리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생략함으로 인해 이해의 곤란이 초래되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산학정의》의편찬체제가이론적총괄을앞세우고예제를그에소속시킨방식을취한

것과동일한의도로해석된다. 계산절차를정리한알고리듬으로써일반해법을제시한것은

《구장산술》 이래전통산학서의일관된특징을계승한것이다.

제3절에서는 《산학정의》 개방법의어림수배열법을전통적개방법의방식과대조하여살

펴보았다. 전통적 방식은 《양휘산법》 및 《구일집》의 풀이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산학정의》

의 방식 역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방식은 어림수를 배열할

때중간에건너뛰는칸이없이차근차근배열하는데반해, 《산학정의》는한칸씩건너뛰면서

배열한다는차이를알수있었다. 해당절의예시는이차방정식의풀이법이기때문에한칸씩

건너뛴것이고,고차방정식의경우는해당차수에따라소정이칸씩건너뛰면서배열하게된다.

제4절에서는 《산학정의》의 저자들이전통적개방법의어림수배열법을변경할때참고한

자료로서 《수리정온》필산개방법의어림수배열법을 《산학정의》의어림수배열법과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이러한어림수배열법수정이증승개방법의기계적구조성을배가시켰음

을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산학정의》의개방법은 《수리정온》 필산개방법의장점을취하여전통적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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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그에맞게변형함으로써,송·원대를거치며완성된증승개방법을더욱완전하게정련하는

독자적성취를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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