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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學書에서의 평면도형 넓이에 관한 연구

최 길 남 · 박 영 식

1)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reas of plane in some San 

Hak Seos, a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Ⅰ. 서론

인류는 처음에 자연계의 다양한 사물의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도형

의 개념을 세웠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이 때 <추상(抽象)>이라는 특

별한 능력을 지녔던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의 도기나 장신구를 만들고 건조물을 세우는 등, 차츰 추상적인 도형 개

념을 심화시킨 것은 어느 고대 사회나 마찬가지였다. 중국인은 이와 같

은 기하학적 도형의 제작을 위해 아주 일찍부터 컴퍼스(規)와 자(秬=曲

尺), 수준기(水準器=準), 먹줄(繩) 등의 도구를 만들어 내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산학서는 산경십서(算經十書 후에 十部山徑) 즉 

『주비산경』, 『구장산술』, 『해도산경』, 『철술』, 『집고산경』, 『손자산

경』, 『하후양산경』, 『장구건산경』, 『오조산경』에서 특히 263년 위(魏)

의 유휘(劉徽)가 주를 달고 당(唐)의 이순풍(李淳風, 602~670) 등이 그 

위에 주석을 붙인 『구장산술』을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해석을 

한 『구장술해』와 『하후양산경』, 『오조산경』의 전조(田租)와 조선의 법

령집인 『경국대전』속의 산학 채용고시의 출전으로 명시된 원(元)의 주

세걸(朱世傑)의 『산학계몽』(1299), 남송(南宋)의 양휘(楊輝)의 『양휘산

법』(1262, 1274, 1275), 명(明)초의 안지제(安止齊)의 『상명산법』등과 

2010년 1월 투고, 2010년 2월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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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수학의 본류가 되는 경선징(慶善徵, 1606~?)의 『묵사집산법』, 최

석정(崔錫鼎, 1645~1715)의 『구수략』, 홍정하(洪正夏)의 『구일집』, 황

윤석(黃胤錫, 1719~1791)의 『이수신편』 중 제22권 『산학입문』, 남병

길(南秉吉)의 『산학정의(상)』등에서 『구장술해』의 방전제일에서 다루고 

있는 평면도형 즉 방전, 규전, 기전, 사전, 원전, 완전, 호전, 환전 등의 

넓이를 구하는 법을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중국 교과서와 한

국의 교과서 내용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큰 글자(大字)와 작은 글자(小字)는 각각 「구장산술」과 

「구장술해」의 인용과 번역한 글이고, 표기 『』는 책명을 표시한다.

Ⅱ. 본론

1. 방전(方田)의 넓이 

方田1)以御2)田疇界域也

(1-1) 구장술해(九章術解)의 방전제일(方田第一).

「今有田廣十二步從十四步問爲田幾何

  答曰一百六十八步

  方田田之正也諸田不等以方爲正故曰方田圍周之以爲疆橫3)從之以爲理也

  術曰廣從步數相乘得積步以畝法4)二百四十步除之卽畝數百畝爲一頃一畝之

田廣十五步從十六步廣從    相乘則其中函一步小正方二百四十以邊計之爲廣從相乘之方面積

以積言之爲十五步十六步聚居之總數也此爲篇端故特擧    頃畝二法餘術不復言也」

 밭이 있는데 가로 12보, 세로 14보이다.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답: 168보5)

방전 밭은 정사각형으로 모든 밭은 같지 않다. 방(方)은 정사각형으로 방전이라 한다. 둘

레를 강(疆)으로 하고 가로 세로를 리(理)로 한다.

1) 方田은 고대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밭을 두루 가리켰던 말이다. 그 말 속에는 또한, 

당(唐)나라 때 이적(李籍)이 『九章算術音義』에서 “方田者, 田之正也. 諸田不等, 以方

爲正, 故曰方田”이라고 한 것처럼, 경지정리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
2) 以御는 다스리다, 처리하다(理)의 뜻으로 쓰였다.
3) 원문의 광(廣)이 횡(橫)으로 바꾸어져 있음.
4) 『광운(廣韻)』에 “畝, 司馬法, 六尺爲步, 步百爲畝, 秦孝公之制, 二百四十步爲一畝”라는 

기록이 보이며, 『염철론(鹽鐵論)』에서는 “古者制田百步爲畝, 光帝愛憐百姓之愁苦, 衣

食不足, 制田二百四十步而一畝”라고 하였다.

5) 12×14=168(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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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면 가로 세로의 보수를 서로 곱하여 적보(積步,넓이의 단위)를 얻

어 무법 240보(240보를 1무로 하는 법)로 나눈다. 즉 무수이다. 100무

는 1경이다. 1무의 밭은 가로 15보, 세로 16보인 가로 세로를 서로 곱하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1보의 작은 정사각형이 240개로 그것을 계산하여 가로 세로를 서로 곱한 정사각

형의 넓이로 한다. 넓이를 말하면 15보 16보를 모은 총수이다. 이것은 넓이의 단위(篇端)

로 하여 특히 경(頃), 무(畝) 두 법으로 하여 나머지 법은 반복하여 말하지 않는다.

(1-2) 『구수략 건(九數略 乾)』

「今有方田得一百四十四步問方面幾何

布筭6)

一   一

二   一十         (爲方法倍爲廉)

三   一百四十四   (卽平方冪)

四   一十二       

初商一十續商二步」

 방전이 있는데 넓이가 144보이다. 방면은 얼마인가?

산대를 늘어놓자.

일   1

이   10         (방법이 되고 2배를 하면 염이 된다.)

삼   144        (즉 평방멱이다.)

사   12

초상은 10보, 속상은 2보이다.

(분석)

    

1 0 -144
1

0

10 100

1 10 -44

10

1 20

1 20 -44 2

2 44

1 22 0

6) 산대로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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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1       신

적   1  4  4    성

법      1       월

            1   일  

(1-3) 『산학입문(算學入門)』<이수신편(理藪新編) 제22권>의 방전구적법

(方田求積法)

「大凡物有象形不出方圓二者而其或混類於方圓各色甚夥要求積寸法甚精密

今聚諸書所算而合之以付于後庶便私覽云」

무릇 물건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사각형과 원 그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 어떤 것은 사각형과 원이 섞여 있어 그 종류가 다

양하며 넓이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정밀하다. 지금 여러 책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 모아 후대의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古者量田較闊長全憑繩尺以牽量一形雖有一般法惟有方田法易詳[出『詳

明』丈量田畝 ㅇ 此下有畝田紐粮門7)只以粮乘畝得積」

옛날 사람들은 밭을 측량할 때 너비와 길이를 살피는 것을 오직 자와 노

끈을 써서 양을 구하였다. 한 모양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도 

오직 쉽고 자세한 방전법이 있다. [『상명산법』 장량전무에 있다. 그 아

래에 있는8) 무전뉴량문9)에서는 양곡을 밭둑에 곱하여 넓이를 구한다]

「若見隔斜幷回曲 直須裨補取其方

  却將乘實爲田積 二四除之畝法强10)

 [卽啓蒙田畝形段也 二四卽畝法二百四十步也]」

만일 비뚤어지고 모난 것을 보면 

바로 더하고 보태서 그 바른 것을 취하라

곱한 실은 밭의 넓이이고

7) 田畝紐粮門으로 고쳐야 한다.
8) 『상명산법』에서 장량전무문 다음에 있는 전무뉴량문을 말한다.
9) 황윤석의 오기에 해당한다. 전무뉴량문을 잘못 옮겨 적었다.
10) 이 본문은 칠언절구의 한시이다. 방(方)과 강(强)으로 운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한

시가 『이수신편』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옛 사람들의 학문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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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로 나누면 틀림없는 무법이다.

[바로 『산학계몽』에 있는 전무형단이다. 2 4로 나눈다는 것은 바로 1무

가 240이기 때문이다.]

(1-4) 중국『九年义务教育五年制小学教科书』 数学 第八册
「我们来做一个实验。先用纸剪一个平行四边形。

  你能不能把这个平行四边形转化成一个长方形? 试试看。

高

底

高

底

高

底

通过实验看出: 我们可以把一个平行四边形转化成一个长方形，

它的面积与原来的平行四边形相等。

这个长方形的长与平行四边形的底              。

这个长方形的宽与平行四边形的高               。

因为长方行的面积 = 长×宽，所以

    平行四边形的面积 = 底×高」

중국『9년 의무교육 5년제 소학 교과서』수학 제8권

 우리는 하나의 실험을 한다. 먼저 종이를 한 개의 평행사변형으로 잘라 

사용한다.

여러분은 이 평행사변형을 바꾸어 한 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느

냐?

시험해보자.

실험으로 알아보기 : 우리는 한 개의 평행사변형을 바꾸어 한 개의 직사

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넓이와 원래의 평행사변형과는 서로 같다.

이 직사각형의 길이와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

이 직사각형의 너비와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길이) × (너비)이므로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 (밑변) × (높이) 이다.

(1-5) 『초등학교 수학 5-나』

(1) 도형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로 사용합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라 하고, 일제곱센티미

터라고 읽습니다.

(2)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1 cm

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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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로가 3cm이고 세로가 5cm인 직사각형을 모눈종이에 그려 보시오.

② 이 직사각형에는 모눈이 가로로 몇 칸 놓여 있습니까?

③ 이 직사각형에는 모눈이 세로로 몇 줄 놓여 있습니까?

④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여 보시오.

(직사각형의 넓이) = (가로) × (세로)

(3)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①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을 모눈종이에 그려 보시오.

②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③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④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여 보시오.

(정사각형의 넓이) = (한 변의 길이) × (한 변의 길이)

2. 규전(圭田)의 넓이

(2-1) 구장술해의 방전제일

「今有圭田11)五步二分之一從八步三分之二問爲田幾何

     答曰二十三步六分之五

術曰半廣以乘正從半廣者以盈補虛取其中平之廣也」

 이등변삼각형의 밭이 있는데 밑변이 


보, 높이가 


보이다. 밭의 넓

이는 얼마인가?

답 : 


보12)

풀이는 밑변의 반을 높이에 곱한다. 밑변의 반이라는 것은 이등변삼각형의 반을 

빈자리에 채운 중평(직사각형)의 밑변이다.13)

(2-2)『산학입문(算學入門)』의 의고절전(議古截田)

「圭田一段正長七十五步南尖北闊三十步今於小頭截也四百五步問所截長闊

11) 규전(圭田)은 이등변삼각형을 가리킨다. 현대 중국어로는 兩等邊 三角形 또는 等腰三

角形이다.

12) 



×







×


 

보 

13) 이순풍의 풀이로는 “남는 것으로 빈 곳을 채워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半廣者, 以盈補

虛, 爲直田也”)라고 설명하면서 높이를 반으로 나눠 밑변을 곱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

한다. 



75

乙 30 丙

甲

戊 丁
己

庚

南尖

北闊

算學書에서의 평면도형 넓이에 관한 연구 197

各幾何(以下幷出楊輝)

答曰截長四十五步截闊一十八步

術曰二之截積(卽截也)以元長(卽正長)乘之元闊而一開平方爲截長以元闊(卽

北闊)乘之元長除爲截闊[如以圭積及長闊求長則積二之長乘之開平方得長]」

이등변삼각형의 밭이 있는데 길이(높이)가 75보, 남쪽 방향의 뾰족한 꼭

짓점과 북쪽간의 너비(밑변)가 30보이다. 지금 소두(꼭짓점)에서 아래로 

자른 부분의 넓이가 405보이면 자른 부분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얼마인

가?

답 : 자른 부분의 길이는 45보, 너비는 18보이다.

풀이는 자른 부분(즉, 자른 땅)의 넓이를 2배 하고 원래 길이(높이)를 곱

하여 원래 너비로 나누어 제곱하면 자른 길이가 된다. 원래 너비(즉, 북

쪽 방향의 너비)를 곱하고 원래 길이로 나누면 자른 부분의 너비가 된

다. [만약 자른 이등변삼각형의 넓이와 원래 길이, 너비로써 자른 길이를 

구하려면 그 넓이를 2배하고 원래 길이를 곱하여 제곱근하면 자른 부분

의 길이를 얻는다.]

(분석)∆甲乙丙 ∆甲戊丁이므로 

 戊丁  甲己에서 戊丁 
甲己 이다.

따라서   
甲己×甲己× 



∴甲己


××

 步
또,      戊丁 에서 

戊丁
×

 步
(2-3) 중국『九年义务教育五年制小学教科书 数学八册』

三角形面积的计算

   ①「用纸剪两个完全一样的直角三角形。用这两
个直角三角形可以拼成哪些图形? 拼一拼看。

              小华这样拼:               小林这样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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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些图形的 

   面积你会算?

想一想: 每个直角三角形的面积与拼成的平形四

边形的面积有什么关系?」

종이를 사용하여 두 개의 같은 직각삼각형으로 잘라보자. 그 두 개의 직

각삼각형을 붙이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가? 붙여보라.

생각해보기 : 각각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붙여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②「用两个完全一样的锐角三角形可以拼成平行

四边形吗? 按照下面的做法试试看。

    想一想: 每个锐角三角形的面积与拼成的平行四

边形的面积有什么关系?」

두 개의 같은 모양의 예각삼각형을 붙여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을까?

아래 면의 방법대로 시험해 보아라.

생각해보기 : 각 예각삼각형의 넓이와 두 예각삼각형을 붙여서 만든 평

행사변형의 넓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③ 「用两个完全一样的钝角三角形来拼，会怎么样?

 通过以上实验可以看出: 两个完全一样的三角形都

可以拼成一个平形四边形。

    这个平行四边形的底等于              。

    这个平行四边形的高等于               。

    因为每个三角形的面积等于拼成的平行四边形面

积的              。

    所以

三角形的面积 = 底 × 高 ÷ 2  



算學書에서의 평면도형 넓이에 관한 연구 199

  如果用表示三角形的面积，用和分别表示三

角形的底和高， 那么三角形面积的计算公式可以写成

               ÷」

두 개의 같은 모양의 둔각삼각형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두 개의 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붙이면 한 

개의 평행사변형을 이룰 수 있다.

이 평행사변의 밑은


에 같다.

이 평행사변의 높이는


에 같다.

왜냐하면 각각 삼각형의 넓이는 붙여서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가


에 같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밑변×높이÷ 이다.

만약 S를 삼각형의 넓이,  를 구분하여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라 하면 

삼각형의 넓이의 계산공식은   ÷로 할 수 있다.

④

  你知道吗?

大约在2000年前，我国数学名著《九章

算术》 中的方田章就论述了平面图形面

积的算法。书中说:"方田术曰，广从*步

数相乘得积步。"其中"方田"是指长方形田地， "广" 和 "从"

是指长和宽，也就是说:长方形面积=长×宽。还说: "圭田术
曰，半广以乘正从。"就是说: 三角形面积=底×高÷2。

대략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수학 명저인 『구장산술』의 방전장

에서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산법이 논술되어 있다. 설명하기를 “방

전술은 너비와 길이 보수를 서로 곱하여 넓이 보수를 얻는다.” 그 중에 

“方田”은 직사각형의 논밭을 “广”와 “从” 길이와 너비를 가리키며 또 직

사각형의 넓이  길이×너비  라 설명한다. 더 나아가 “규전(이등변 삼

각형의 논밭)술”은 너비의 반으로 높이를 곱한다. 바로 설명하면, 삼각형

의 넓이  밑변×높이÷ 이다.  

(2-4) (1) 『중학교 수학 8-나』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접고, 실선을 따라 잘

라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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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각

꼭지각

밑변

다음은  ,  인 ∆
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1단계 꼭지점 에서 변 에 내린 수선의 발

을 이라 하면, 은 의 중점이므로
       

2단계  라 하고 ∆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       

3단계 ∆의 넓이를  라 하면

  

××       

물음 1. 위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물음 2. 위의 그림 ③에서 같은 길이를 가지는 변을 모두 말하여라.

물음 3. 위의 그림 ③에서 같은 크기를 가지는 각을 모두 말하여라.

물음 4. 위의 그림 ③에서 AM과 BC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여라.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때,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을 꼭지각, 꼭지각의 대변을 밑변, 밑변의 양 

끝 각을 밑각이라 한다. 위의 활동에서는 종이접기를 통하여 이등변삼각

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보았다.

(2) 『중학교 수학 9-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보자.

이와 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삼

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3. 기전(箕田), 사전(邪田)과 제전(梯田)의 넓이

(3-1) 구장술해의 방전제일

「今有箕田14)舌廣一百一十七步踵廣五十步正從一百三十五步問爲田幾何

      答曰四十六畝二百三十二步半

術曰幷踵舌而半之以乘正從畝法而一 舌卽下廣踵卽上廣與梯田法同」

 등변사다리꼴의 밭이 있는데 아랫변 117보, 윗변 50보, 높이 135보이

다.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14) 箕田은 등변사다리꼴을 가리킨다. 현대 중국어로는 等腰梯形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넓

게 펼쳐진 부분(아랫변)을 “혀(舌)”, 좁게 줄어진 부분(윗변)을 “발꿈치(踵)”으로 각각 

부르고 있으나 『오조산경』전조-13에서는 모두 “머리(頭)”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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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a

답 : 46무232


보

풀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합하여 반으로 하고 높이를 곱하여 무법으로 한

다. 舌 즉, 아래너비 踵 즉, 위 너비와 더불어 사다리꼴 밭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

다.

(3-2) 『양휘산법(楊輝算法)』의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梯田三法

幷上下廣折半以長乘之

幷上下廣以半長乘之

幷上下廣乘長折半」

사다리꼴 밭의 넓이를 구하는 세 가지 풀이 법

위아래 너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길이를 곱한다.

위아래 너비를 더해서, 길이의 절반을 곱한다.

위아래 너비를 더해서, 길이를 곱한 다음, 반으로 나눈다.15)

(3-3) 『구일집 천(九一集 天)』의 전무형단문29문(田畝形段門二十九問)

「今有梯田大頭八步小頭六步長十二步問積若干

   答曰八十四步

   法曰倂兩廣折半得七以長乘之合問(斜田法同)16)」

사다리꼴 밭이 있는데 긴 변(大頭) 8보, 짧은 변(소두) 6보, 길이(높이) 

12보이다. 넓이는 얼마인가?

답 : 84보

해법 : 두 너비를 더하여 반으로 하면 7을 얻고 길이를 곱하면 물음에 

합당하다.

(분석) 다음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에서 윗변을 , 아랫변을 , 높이를 , 

그리고 넓이를 라 하면, 주어진 사다리꼴을 삼각형으로 변형하여 斜田

法으로 를 구할 수 있다. 즉  = 밑변( )×높이()÷이다.

15) 윗너비를 , 아랫너비를 , 길이(높이)를 라 하고 사다리꼴 넓이를 라 하면

 


× × 


 × × 


이다.

16) 斜田法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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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의 넓이

(4-1) 구장술해 원면적도설(圓面積圖說)에서의 원 넓이 구하기

丙

戊丁

乙

甲

「凡圜17)形之輻線與一直角三角形之小邊線度等而圜之周界與三角形之大邊

線度等則此直角三角形之面積與圜形之面積相等也何以見之甲圜之輻線與三

角形之小邊等者卽如等邊衆界形之中垂線與三角形之小邊等也甲圜之周界與

三角形之大邊等者卽如等邊衆界形之各界共度與三角形之大邊等也

대개 원형의 반지름(輻線)과 하나의 직각삼각형 작은 변의 길이는 같고 

원의 둘레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는 서로 같다. 살펴보면 甲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작은 변이 

같다는 것은 즉, 길이가 같은 변으로 수없이 경계로 이루어진 形의 중수

선과 삼각형의 작은 변은 같다. 甲원의 둘레의 경계선과 삼각형의 큰 변

이 같다는 것은 즉, 길이가 같은 변으로 수없이 경계로 이루어진 형의 

각 경계 길이를 더한 것과 삼각형의 큰 변과 같다는 것이다. 

(4-2)『묵사집 산법(천)(黙思集算法 天)』의 포산선습문(布算先習門)

원둘레와 지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고원경법(古圓徑法)

「周三尺徑一尺」: 원둘레가 3자이면 지름은 1자이다.

<이것은 古法에서 원주율을 3으로 둔 것이다.>

② 유휘신술(劉徽新術)

「周一百五十七尺徑五十尺」: 원둘레가 157자이면 지름은 50자이다.

<휘술에서의 원주율은 


 로 택하고 157을 휘주법, 50을 휘경법 

그리고 이에 따르는 지름을 휘경, 둘레를 휘주, 넓이와 부피를 휘적이라

고 한다.>

③ 충지밀율(冲之密率)

「周二十二尺徑七尺」: 원둘레가 22자이면 지름은 7자이다.

17) 여기서 圜은 圓과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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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율에서의 원주율은 

  ⋯으로 택하고 22를 밀주법, 7을 

밀경법, 이에 따른 지름을 밀경, 둘레를 밀주, 넓이와 부피를 밀적이라고 

한다.>

수서(隋書)의 『율력지』에 따르면 초충지는 원주율을 3,145926과 

3.145927사이의 값으로 보았으며, 근사값으로 밀율(密率) 




  ⋯와 약율(約率) 


을 찾았다고 한다. 당나라의 이순풍

(李淳風)은 『구장산술』의 주석에서 


을 밀율이라 불렀다.

(4-3) 『산학정의(算學正義)』상권(上卷)의 각면율(各面率)

원면적도설(圓面積圖設)을 기하학적 알고리즘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法用圓徑求得圓面內外各邊形屢求句股其邊數愈多則愈襯圓周至於外切

線及內函線相合然後用邊數乘邊線得圓周」

법칙은 원의 지름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원의 내접, 외접하

는 정다각형에서 여러 번의 밑변과 높이를 구하여 외접선의 합 및 내접

선의 합이 그 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접선 및 내접선이 서로 원

둘레에 근사하면, 변의 수를 길이에 곱해서 원둘레를 얻는다.

(2)「元趙友欽以四邊起算故以半徑冪倍之開方得內函四邊形之一邊折半爲勾

半徑爲弦求得股弦較仍爲勾每邊折半爲股求得弦爲八邊形之一邊如是屢求十

六邊三十二邊至於屢百億邊又以圓徑爲外切四邊形之一邊求得四邊形斜線與

圓徑相減餘爲八邊形之一邊仍折半爲勾半徑爲股求得股弦較仍爲求以半徑之

股乘之以半邊之勾除之得小股倍之爲十六邊之一邊如是屢求三十二邊六十四

邊至於屢百億邊則外切內函邊線合於圓周也乃以半徑伴周相乘得面積」

 원의 조우흠은 네 변으로 계산했는데 반지름을 제곱한 것을 배로 하여 

제곱근을 구하면 내접한 사변형의 한 변을 얻고 그 절반을 구로 하고 반

지름으로 현으로 하여 구하면 현과 고의 차를 얻게 되고 이것을 구로 하

여 각 변의 절반을 고로 하여 구하면 현을 얻어 8변형의 한 변이 된다. 

이와 같이 여러 번 구하면 16변형, 32변형, 수백억변형에 이른다.

또 원지름으로 외접 사변형의 한 변을 하여 구하면 사변형 사선(대각선)

과 원 지름을 서로 감하여 나머지를 8변형의 한 변으로 한다. 이에 절반

을 구로 하고 반지름을 고로 하여 구하면 고와 현의 차를 얻어 이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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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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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 삼아 반지름인 고를 그것에 곱하고 반 변인 구로 그것을 나누면 작은 

고를 얻어 그것을 두 배 하면 16변형의 한 변이 된다. 이와 같이 여러번 

구하면 32변형, 64변형, 수백억변형에 이른다. 즉, 외접선의 합과 내접선

의 합이 각각 원둘레에 이른다. 이에 반지를, 원둘레의 반을 서로 곱하여 

넓이를 얻는다.

(분석) (그림 1)과 같이 직각∆에서 반지

름 인 를 弦(빗변)이라 하면 勾(밑변) 




이 되고 빗변높이 股弦較 

이고 는 

∆의 小勾(작은 밑변)로 
 이 된

다. 따라서 ∆의 小弦(작은 빗변) 는 

내접 8각형의 한 변이 된다. 이와 같이 하면 내접 16, 32, 64각형과 수

백억각형에 이른다. 

(그림2)에서 원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외접4각형의 대각선을 라 하

자. 지름   따라서 는 외접8각형의 한 변이 된다. 또, 

∆의 勾(밑변) 는 
 이고 股(높이) 는 이므로 

빗변높이 股弦較  로 ∆의 小勾(작은 밑변)가 된

다. ∆ ∆이므로  

가 되어 小股 

×
勾
× 股弦較 

이다. 따라서 小股를 2배한 는 외접 16각

형의 한 변이 된다. 이와 같이 여러 번 하면 

외접 32, 64각형, 수백억각형을 이룬다. 그러

므로 원의 넓이는 반지름 × 


원둘레 이다.

(4-4) 중국 『九年义务教育五年制小学教科书 数学 第十册』

圆的面积
   圆所围平面的大小叫做圆的面积。怎样计算圆的

面积呢? 能不能把圆转化成学过的图形来计算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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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硬纸上画一个圆，把圆分成若干等份，剪开
后，用这些近似等腰三角形的小纸片拼一拼，看能拼
成什么图形。

  这些小纸片可以拼成一个近似的平行四边形。

  如果分的份数越多，每一份就会越细，拼成的图
形就会越接近于长方形。

   这个长方形的长和宽与圆的周长和半径有什么关系?

   如果圆的半径是 ，这个长方形的长和宽各是多少?

   因为      长方形面积 = 长 × 宽
   所以      圆的面积 = ×    

用S表示圆的面积，那么圆的面积计算公式就是:

  

원넓이

원에 둘러싸인 평면의 크기를 원의 넓이라 한다. 원의 넓이를 어떻게 계

산하는가?

원을 이미 학습한 도형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가? 두꺼운 종이 위에 

원을 그려 여러 개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위로 자른 후, 이등변삼각

형의 비슷한 작은 종이 조각을 붙여보자. 이렇게 만든 도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작은 종이 조각들을 붙여 한 개의 평행사변형과 비슷한 도형을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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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약, 나눈 부분의 갯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부분이 더욱 더 

작아져서 붙여 만든 도형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깝게 된다. 직사각형의 

길이와 너비는 원의 둘레와 반지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만약 원의 반지름이 이면 그 직사각형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얼마인가?

직사각형의 넓이=(길이)×(너비)이므로, 원의 넓이 = ×  이다. 그

러므로 를 원의 넓이라 하면, 원 넓이의 계산공식은   이다.

(4-5) 『초등학교 수학 6-나』

원의 넓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시오

●반지름이 인 원을 그린 후, 그림과 같이 잘라 모눈종이에 붙여서 

알아보시오.

5. 완전(宛田)의 넓이 

(5-1) 구장술해의 방전제일

「今有宛田18)下周九十九步徑19)五十一步問爲田幾何

答曰五畝六十二步四分步之一 

術曰以徑乘周四而一此用圓田術也蓋宛田上徑圓穹形似球體則」

둥근 언덕 모양의 밭이 있는데 아래 둘레가 99보, 지름이 51보이다. 밭

18) 완전의 宛은 둥근 언덕 모양을 가리키며, 현대 중국어에서 球宛形이라고 부르며 形如

覆半彈丸이라고 한 『하후양산경(夏侯陽算經)』의 환전(丸田)도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

A B

徑

19) 「경(徑)」은 宛田에서는 두 정점을 지나는 호를 가리킨다.

 徑은 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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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넓이는 얼마인가?

답 : 5무 


보20)

풀이는 지름으로 원둘레를 곱하여 4로 나눈다. 이것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

법으로 한다. 대개 완전의 上徑은 원궁형(활꼴)으로 구와 비슷하여 그 넓이는 반드시 원구

의 외면적(겉넓이)을 구하는 법이다. 둘레로 지름을 구하고 둘레를 서로 곱하여 겉넓이를 

얻고 이것은 구의 반이므로 절반의 넓이이다.

(5-2) 『산경십서 하(算經十書 下)』의 『하후양산경(夏侯陽算經 卷 中)』.

보수가 같지 않음에 대한 논의(論步數不等)에서 

「丸田(形如覆半彈丸)術曰徑乘周四而一得積步以畝法除之」

탄환 모양의 밭(탄환반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법은 지름

(徑)과 둘레(周)를 곱해 4로 나누어 넓이(보)를 무법(240보)으로 나눈

다.

6. 弧田의 넓이

(6-1) 구장술해의 방전 제일

「今有弧田弦七十八步二分步之一矢21)十三步九分步之七問爲田幾何

答曰二畝一百五十五步八十一分步之五十六」

 활꼴의 밭이 있는데 현이 


보, 시가 


보이다. 밭의 넓이는 얼마

인가? 

답 : 2무 


보22)

(6-2) 『구일집(九一集) 천(天)』의 전무형단문(田畝形 段門)

「今有弧矢田 弦長十二步矢濶四步問積及圓中徑若干

答曰積三十二步圓中徑一十三步

法曰倂弦矢折半得八步以矢濶乘之得積合問

一法置弦半之自乘以矢除之又加矢得圓中徑也

一法置弦半之自乘又矢自乘以位倂之爲實以矢除之亦得圓中徑也」

20)  
둘레×지름


×

 

보   무


보 

21) 호시는 현의 수직이등분선으로 호까지의 선분이다.

22)  



 

 ×


 

 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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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r-b

r

b

C

Da

矢弧

長弦(현)

闊矢(시)

활꼴의 밭이 있는데 현의 길이가 12보, 시의 길이가 4보이다. 넓이와 원

의 지름은 얼마인가?

답은 넓이가 32보, 원의 지름이 13보이다. 

해법 : 현과 시를 더하여 2로 나누면 8보를 얻고 시로 곱하여 넓이를 얻

어 문제에 합당하다. 다른 풀이는 현의 반을 제곱하여 시로 나누고, 또 

시를 더하면 원의 지름을 얻는다. 또 다른 풀이는 현의 반을 제곱하고, 

또 시를 제곱하여 이 두 수를 더하여 실수로 하고 시를 나누면 역시 원

의 지름을 얻는다. 

(분석) 그림과 같이 활꼴의 현 를 , 시 

를 , 원의 반지름을 , 활꼴의 넓이를 라

고 하면, 호전술에 따라  
 

이고 직각 

∆에서 Pythagoras정리에 의해

   
 



   .

 따라서 원의 지름   

    

 
 



   
 

 


 
(6-3) 『산학입문(算學入門)』<이수신편(理數新編) 제 22권>의 

방전구적법(方田求積法)에서 호시(弧矢)

「圓田之半也[如矢闊七步卽弦場一十四步也]弦長倂矢闊又以矢闊乘之半之

得積[弦倂矢卽弧圓周O矢闊倍之得弦長卽圓徑也三之得圓周半之得弧圓(半

圓)自之六而一得積此古法也O矢闊之之得圓周圓周自之二十四而一得弧矢積

又術十二而一半得積又術矢與弦相乘三之又四而一得積]」

원 모양의 밭의 반이다. 

[矢闊(시)이 7보, 즉 弦長(현)이 14보이다]

현과 시를 더하여 또 시를 곱한 반은 넓이다. 

현과 시를 더하고 또 시를 곱해 반으로 하면 넓

이를 얻는다. [현과 시를 더하면 곧 원호이다. 

시를 2배하여 현을 얻어 바로 원의 지름이다. 3

을 곱하여 원의 둘레를 얻고 2로 나누면 호원

(반원)을 얻어 제곱하여 6으로 나누면 넓이를 얻는다. 이것은 고법이다. 

시를 6배하여 원의 둘레를 얻고 원의 둘레를 제곱하여 24로 나누면 호

시의 넓이를 얻는다. 또 다른 해법으로서 1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어도 

넓이를 얻으며 또 다른 해법은 시와 현을 서로 곱하여 3배하고 또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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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8cm 8cm

4cm

나누면 넓이를 얻는다.]

(분석) 호시는 원의 반의 모양이므로 호시의 넓이를  , 반지름을 , 원

주율 를 3으로 하면 현은 , 시는 이 된다.

① 
 

 





②       (원호)

③ ×   (원의 둘레)

④  





 (고법)

⑤   ⋅   (원둘레)

⑥  





×



⑦  
××




(6-4) 중국 『九年級數學(全一冊)』

<弓形的面積>

(1) 当弓形所含的弧是劣弧时，如图3-7-1(1) 弓形  扇形  ∆
(2) 当弓形所含的弧是劣弧优，如图3-7-1(2) 弓形  扇形  ∆

0 0
A B

A B

图3-7-1(1)    图3-7-1(2) 

<활꼴의 넓이>

(1) 활꼴에 있는 호가 열호(소호)일 때, 그림 3-7-1(1)과 같이 

활꼴의 넓이=부채꼴의 넓이 - ∆의 넓이

(2) 활꼴에 있는 호가 우호(대호)일 때, 그림 3-7-1(2)와 같이 

활꼴의 넓이=부채꼴의 넓이 + ∆의 넓이

(6-5) 『중학교 수학 9-나』

① <원의 접선>

오른쪽 그림에서 는 원 의 일부분이다.

  ,  , ⊥

일 때, 원 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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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0
4cm

5cm

P

② <원과 비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인

 원 의 지름 와 수직인 현 의

 교점을 라 할 때,  이다.

 이때 현 의 길이를 구하여라.

7. 환전(環田)의 넓이

(7-1) 구장술해의 방전제일

「今有環田中周六十二步四分步之三外周一百一十三步二分步之一徑十二步

三分步之二問爲田幾何

答曰四畝一百五十六步四分步之一

術曰幷中外周而半之以徑乘之爲積步此幷兩周而半之得中周以爲長徑爲廣相乘得積步

也」

 고리 모양의 밭이 있는데 가운데 둘레가 


보, 바깥 둘레가 


보, 

둘 사이의 간격이 


보이다.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답 : 4무


보23)

풀이는 가운데 둘레와 바깥 둘레를 합해서 반으로 하고 둘 사이의 간격

을 곱하면 넓이의 보수가 된다. 두 둘레를 더해 반으로 하여 가운데 둘레를 얻어 

길이(長, 가로)로 하고 둘 사이(徑)를 세로(너비)로 하여 서로 곱하면 넓이 보를 얻는다

.24)25)

23) 



 

 
×


 


 무


보 

24) 바깥 둘레  , 가운데 둘레 라 하면

넓이          

      

    ×

   
 廣 × 長 

 

따라서  



 

 
×


 


 무


보 

그러나 徑 


보는 


보의 오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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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양휘산법(楊輝算法)』의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

「環田中周六步外周三十步問田幾何

答曰七十二步

環田中周卽梯田之上廣環田外周卽梯田之下廣

環田徑步卽梯田之長步環田本法幷中外周以半之以徑乘之

梯田之法幷上之廣折半以長乘之可通也

草曰幷中外周得三十六步以徑乘之一百四十四步折半合問」

고리모양 밭이 가운데 둘레가 6보 바깥 둘레가 30보이다.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답은 72보이다.

고리모양 밭의 가운데 둘레를 사다리꼴의 윗변, 바깥 둘레를 아랫변 그

리고 두께(徑)는 높이이다.

고리모양 밭이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풀이법은 가운데 둘레와 바깥 둘

레를 더하여 반으로 나누고 둘 사이 간격(徑)을 곱한다.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법으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여 반으로 나누고 높이를 곱해도 된다. 

계산법에 의해서 가운데 둘레와 바깥 둘레를 더하여 36보를 얻고 둘 사

이 간격을 곱하면 144보가 되어 반으로 나누면 답이 나온다.

(분석)

환전의 넓이 

中周 × 外周 
× 徑 ⋯⋯⋯⋯⋯⋯⋯⋯ 本法 



아랫변윗변 
× 높이 ⋯⋯⋯⋯⋯⋯ 梯田之法 

(7-3)  『산학입문(算學入門)』<이수신편(理數新編) 제22권>의 방전구적

법(方田求積法)

  



 

 
×


 


보 

25) 『九章算術』에서 「密率術曰置中外周步數分母子各居其下母互乘子通全步內分子以中周

減外周餘半之以益中周徑亦通分內子以乘周密實分母相乘爲法餘之爲積步餘積步之分以畝

法除之卽畝數也.」

   밀율술은 가운데 둘레와 바깥둘레의 보수를 분모분자로 놓아 각각을 그 아래에 두고 

분모분자를 서로 바꾸어 곱해서 분자를 통분하고 중간 둘레로 바깥둘레를 뺀 나머지

를 반으로 하고 가운데 둘레로 더한다. 지름도 역시 분자를 통분하여 둘레를 곱해 밀

실(나뉨 수)로 삼고 분자를 서로 곱해 나눗수로 하여 나누면 넓이의 보수가 되는데 나

머지는 넓이의 보수의 분수이다. 무로 환산하여 나누면 곧 무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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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停周)

실경(實徑)

r

r

1

2

「圓內圓也[本出九章O楊輝引之]

內外周倂依圓率得積以內積減於外積得眞積[(古)

內外周各一之三而一得數以少減多餘半之得實徑 

又以內外周倂而半之卽爲停周乘實徑得積  (徽)

(密)倣此O楊輝曰環田倂中26)外周半之以徑乘得積O中27)周減外周餘六而

一爲徑O此附方箭圓箭O又類梯田環之中周梯之上廣也環之外周梯之下

廣也環之徑步梯之長步也」

원 안에 원이 있다. [본래『구장』에서 나왔다. 양휘가 인용했다.]

안 둘레와 바깥 둘레를 합하여 원주율에 의해 넓이를 얻는다. 바깥 넓이

에서 안의 넓이를 빼면 넓이를 얻는다.[(고법) 안과 밖의 원둘레를 각각 

3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서 큰것에서 작은 것을 뺀 나머지를 2로 나누면 

두 원둘레의 사이 실경을 얻는다. 또 안과 밖의 원둘레를 더하여 반으로 

하면 곧 정주(停周)가 되고 두 원주사이의 실경을 곱하면 넓이를 얻는다. 

(휘술)(밀률)도 이와 같다. 

양휘가 말하기를, 안 둘레와 바깥 둘레를 합하여 2로 나누고 실경을 곱

하면 넓이를 얻는다. 안 둘레를 바깥 둘레에서 빼어 6으로 나누면 실경

이 된다. 

이것은 방전(方箭)28)과 원전(圓箭)29)도 이 방법으로 한다. 또 사다리꼴 

밭과 비슷하다. 환전의 안 둘레는 사다리꼴의 윗변, 바깥 둘레는 사다리

꼴의 아랫변이다. 환전의 두 둘레의 실경은 사다리꼴의 높이이다.

(분석) 그림에서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   (  ), 원주를  ,   

(  )라 하고 환전의 넓이를 라 하자. 

고법에 따라, 실경     

  
,

   정주 × 실경 



내주외주 
× 실경 

     즉,

  
  

         

 
    

  
   

이다.

26) 中은 內의 오자이다.
27) 中은 內의 오자이다.
28) 방전(方箭)은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쌓은 것을 말한다.
29) 원전(圓箭)은 가운데 한 원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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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중국 『九年义务教育五年制 小学教科书』数学 第十册
      右图涂色部分是个环形。

      它的内圆半径是10厘米，

      外圆半径是15厘米。它
      的面积是多少?

      想 : 这个环形的面积实际就是两个圆面积的         。 

(1)外圆面积 :
         3.14×152

        =3.14×225

        =706.5 (平方厘米)

(2)内圆面积:

         3.14×102

        =              

        =              (平方厘米)

(3)环形的面积:

                          

            答: 这个环形的面积是      平方厘米。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은 고리 모양이다. 그 가운데 원의 반지름

은 , 바깥원의 반지름은 이다. 그것의 넓이는 얼마인가?

생각해보기 : 이 고리 모양의 넓이는 실제로 두 개의 원의 넓이의 


.

① 바깥 원의 넓이 :

×  ×  

② 가운데 원의 넓이

× 





 

③ 고리 모양의 넓이 : 


답 : 고리 모양의 넓이는 


이다. 

(7-6)『중학교 수학 7-나』

(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인 원형 스케

이트장의 둘레에 폭이 인 통로가 있다. 이 통로의 

넓이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라.(단, 원주율은 

例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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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로 한다.)

Ⅲ. 맺음말

1. 방전(方田)의 넓이

(1) 방전의 넓이는 가로 보수(步數)와 세로 보수(步數)를 서로 곱한 보수

를 무법(畝法)으로 계산하였고 리전(里田)은 가로 리수(里數)와 세로 리

수(里數)를 서로 곱한 리수를 무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주어진 가로와 세

로가 분수일 경우 그 계산방법은 약분술(約分術), 합분술(合分術), 감분술

(減分術), 과분술(課分術), 평분술(平分術), 승분술(乘分術), 경분술(徑分

術) 그리고 대광술(大廣術)이다. 이것은 논문 「산학서에서의 분수셈에 

대한 고찰([9], 2008)」에서 보인 바 있다. 『구장술해』에서 방전은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보이는 것보다 분수셈법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2)『구수략(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포산(布算)에 의해 다루고 있음

이 특이하다. 조선시대 산학서에서는 보(步)와 제곱보(步), 즉 길이와 

넓이의 단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넓이의 단

위로 사용된 것은 “무(畝)”로 무는 240제곱보로써 무수(畝數)로 환산한 

값을 해(解)로 삼았다.

(3) 한국『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는 ‘직사각형 넓이  가로 × 세로 ’

로 ‘정사각형 넓이 한변의 길이 × 한변의 길이 ’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중국『소학교 수학교과서』에는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옮겨, 

‘직사각형 넓이 길이 × 너비 ’로 ‘정사각형 넓이 밑변 ×높이 ’

로 표시하여 ‘직사각형 넓이평행사변형 넓이 ’임을 보이고 있다.

2. 圭田(이등변 삼각형 밭)의 넓이

(1) 圭田術은 “半廣以乘正縱半廣者以盈補虛取其中平之廣也”라 하여 밑변

의 반을 높이로 곱한다. 밑변의 반이라는 것은 이등변삼각형의 반을 빈 

자리에 채운 中平(직사각형)의 밑변으로 하여 넓이를 계산했다. 이순퐁도 

“半廣者以盈補虛爲直田也”라 하여 같은 방법으로 풀이하고 있다. 

(2) 한국 『중학교 수학교과서』에는 종이접기를 통하여 이등변삼각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을 보이고 있으며 이등변삼각형(또는 삼각형)의 

밑변과 옆변(또는 서로 다른 두 옆변)이 주어졌을 때 Pythagoras정리에 

의해 높이를 구해 넓이를 구하고 있다. 중국 『수학 교과서』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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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箕田(등변사다리꼴), 邪田(직각사다리꼴 밭)과 梯田(사다리꼴 밭)의 넓

이

(1) 『구장술해』에서는 사전과 기전만 다루고 있고 제전은 취급하지 않

았다. 기전에서 “術曰幷踵舌而半之以乘正縱畝法而一舌卽下廣踵卽上廣與 

梯田法同”이라 하여 사전(邪田)을 일반적인 제전(사다리꼴)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梯田을 다루지 않았다. 

사전에서 兩邪는 위 아래 두변을 가리키고 있고 “正縱若廣”이라 하여 너

비(廣)를 사다리꼴의 높이로 하여 

윗변  아랫변 
× 높이 로써, 넓이

를 구하고 있다.

(2)『양휘산법』의 전무비류승제첩법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를 구하는 3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의 공식과 같다.

 

윗너비  아랫너비 
× 길이 

 윗너비  아랫너비 ×

길이 

 윗너비  아랫너비 ×길이 × 



(3)『구일집 (천)』의 전무형 단문에서 윗변 , 아랫변 , 높이 인 사다

리꼴 넓이 는 斜田法(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밑변  ×높이 

로 계산하고 있다.

4. 圓田(원 모양의 밭)의 넓이

(1) 『구장술해』에서의 원면적도설에서 원에 내접·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각각 가늘게 쪼개가면 원과 각각의 정다각형의 넓이는 극한 개념에 의해 

모두 일치되어짐을 안다. 

『산학정의(상권)』의 각면율에서 원면적도설의 내용을 기하학적 알고리

즘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구장산술』의 방전장, 『묵사집 산법(천)』의 포산 선습문, 『구일집

(범례)』의 明釋圓法등에서 원주율(徑法
周法

)을 고법(3), 휘율(


), 밀율

(


)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서(隋書)의 『율력지』에서 조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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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밀율을 


, 약율을 


라 하였다. 산학서에서 약율과 밀율을 가끔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3) 한국과 중국 수학교과서에서는 다 같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원면적도설에서와 같이 부채꼴 모양으로 수없이 잘라 이등변 삼각형 모

양으로 나열하여 더하면 반지름이 세로, 원둘레의 반을 가로로하는 직사

각형으로 그 넓이로써 원의 넓이로 하였다. 특히, 한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내접 정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데 외접

한 정각형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었으면 한다.

5. 宛田(둥근 언덕모양의 밭)의 넓이

완(宛)은 역시 완(碗) 또는 오(磝)라고도 하며 산에 작은 돌이 많았다. 완

(宛)은 역시 완(碗)이라 하여 완형을 쳐다 본다는 것은 언덕이다. 복완형

은 그 지름이 둘레의 본 지름보다 크다]라고 하여, 따라서 완전의 모양

을 가름할 수 있다.

『양휘산법』에서 완전(宛田), 『하후양 산경』에서 “形如覆半彈丸”이라 하

여 환전(丸田:포탄모양의 밭)이라고도 하였다.

 완전술은 球의 겉넓이를 원의 넓이에 근사키켜 圓田術로서 宛田의 넓이

를 

원둘레 × 지름 
으로 하였으므로 半球의 겉넓이 과는 오차가 

매우 크다. 또한, 완전술은 下周에서의 지름과 球의 지름을 같게 보았으

므로 下周의 지름과 球의 지름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넓이의 오차

가 더 커서 황윤석은 『산학입문』의 방전구적법에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

했다.

6. 弧田(활꼴의 밭)의 넓이

(1) 弧田의 넓이를 구하는 법은 “圓面積折半以爲弧矢積之率也”, 즉 원의 

넓이의 절반을 활꼴 넓이율로 하여 사다리꼴의 넓이의 공식으로 일반화 

하였다. 따라서 『구장산술』에는 정확한 값을 구하기보다는 근사적 접근

(Approximation)으로 풀이하고 있다. 

(2)『구일집(천)』의 전무형 단문에서 활꼴의 현 를 , 시 를 , 

원의 반지름을 , 활꼴의 넓이를 라고 하면, 호전술에 따라 

 
 

이고 직각 ∆에서 Pythagoras정리에 의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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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의 지름   

    

 
 



   
 

 


 
(3) 한국이나 중국 수학교과서에서 활꼴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내용은 

있으나 주어진 현과 시, 그리고 원의 지름으로부터 활꼴의 넓이를 구하

는 내용은 없다. 이것은 엄밀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7. 環田(고리모양의 밭)의 넓이

(1)『양휘산법』의 전무비류승제첩법에서 본법(本法)에 의해 

“환전의 넓이 
중주 中周 ×외주 外周 

×경 徑 ”으로 사다리꼴 방법

에 의해서는 “환전의 넓이 

아랫변윗변 
× 높이 ”로 나타내고 있

다.

(2)『산학입문』의 방전구적법에서 

“환전의 넓이 정주 停周 ×실경 實徑 ”으로 보이고 있다.

(3) 중국과 한국 수학교과서에서는 바깥 원의 넓이와 가운데 원의 넓이

의 차에서 環田의 넓이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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