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0년 8월) 1–20

朝鮮算學者洪正夏의系譜

단국대학교 수학교육과

kci206@dankook.ac.kr
김창일

서강대학교 수학과

sshong@sogang.ac.kr
홍성사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yhhong@sookmyung.ac.kr
홍영희

조선의 가장 위대한 산학자 洪正夏의 수학적 계보와 가계를 조사하여 중인 산원들의
관계를 조사한다. 중인으로 산서를 저술한 산학자 慶善徵, 李尙爀과 洪正夏는 결혼에
의하여 연결되어 그들의 수학적 업적이 연결될 수 있었음을 보이고, 또 洪正夏의 가계
와 인척으로 연결된 중인 산원들의 가계를 밝혀내어 洪正夏의 업적이 중인 산원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보인다.

주제어: 洪正夏, 慶善徵, 李尙爀, 中人 算員, 籌學入格案, 籌學先生案

1 서론

세조실록 6년 (1460) 6월 16일에 17세기 이전 조선 산학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다.

이 항목에는 朱世傑의 算學啓蒙 (Suan xue qi meng, 1299, [8]) 서문의 일부, 즉 唐代 이

전의 수학사와, 唐代에 산학 과거제도가 없어져서 산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그대로 적고, 이 사실이 조선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은 지

리적으로 중국과 멀어 중국 산서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10]), 世宗이 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역법을 알 수 없음을 알고 이 방면에 관한 책을 구하게 하여 大明曆, 回回曆, 授
時曆, 通軌와 啓蒙, 楊輝全集, 捷用九章을 구하였다 (幸得《大明曆》《回回曆》《授時曆》

《通軌》及《啓蒙》《楊輝全集》《捷用九章》等書 ([7]))고 하였다. 啓蒙, 楊輝全集은 각각 朱
世傑의 算學啓蒙, 楊輝算法(Yang Hui suan fa, 1274〜1275, [8])을 뜻하는데 捷用九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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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12]). 世宗代 (1418〜1450)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었지만 世祖代 (1455〜1468)에 들어와 산학이 쇠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이 실록에 나타난다. 그러나 세조실록 9년 (1463) 3월 2일에 習算局을
없애고 또 習算局에 속한 사람은 曆算所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천문학과 관계를 끊게 하였
다 (曆算提調單子 今革習算局 將學徒十八人屬算學重監 十二人屬歷算學官 重監則可矣
不可屬于學官 ([7])). 이 후 조선 산학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자료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通政大夫, 全南道觀察使, 兵馬水軍
節度使, 巡察使 全州府尹 金始振 (1618〜1667)이 算學啓蒙을 1660년에 重刊하면서 그
서문에 당시 조선 산학의 狀況이 나타난다. 산학 취재는 安止齋의 詳明算法(Xiang ming

suan fa, 1373, [8]), 楊輝算法, 算學啓蒙으로 치르도록 되어있었는데, 김시진은 서문에서
조선 산학은 그 중에 가장 낮은 정도인 詳明算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고, 楊輝算
法은 金溝縣令 鄭瀁 (1600〜1668), 算學啓蒙은 會士 慶善徵 (1616〜?) 집에서 각각 구

했다고 하였다. 이 서문에 따르면 산학 취재를 다루는 戶曹에도 楊輝算法, 算學啓蒙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조선은 중국의 산서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또 世宗代에 출판된 楊輝算法도 100권만 인쇄한 사실로부터 중인들이 이들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鄭瀁은 松江 鄭澈
(1536〜1593)의 손자로 1618년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한편 慶善徵은 중인으로 1640년에

취재 시험에 입격하고, 1669년에 訓導, 1674년에 敎授, 1676년에 活人別提에 이르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종9품인 會士를 지냈다. 그의 黙思集算法([9])은 현존하는 조선 산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崔錫鼎 (1646〜1715)의 九數略([9])에서 인용된다. 또

九數略 丙권의 마지막에 古今算學이라는 제목으로 산학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적어놓았
는데 金始振, 參判 李慣, 郡守 任濬, 算學原本(1700, [3])의 저자 朴繘 (1621〜1668)과

함께 산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慶善徵을 들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 趙泰耈 (1660〜1723)

의 籌書管見([9]), 洪大容 (1731〜1783)의 籌解需用([9]) 등에도 나타나는 중인 산학자로

慶善徵은 양반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算學啓蒙 重刊本 서문에 大興縣監 任濬은
慶善徵이 소장한 算學啓蒙에 낙장이 있었는데 이를 잘 읽어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任
濬은 방목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慶善徵을 비롯하여
중인으로 산서를 남긴 산학자는 洪正夏 (1684〜?)와 李尙爀 (1810〜?) 등 모두 세 사람뿐

이다. 洪正夏의 九一集([9])은 조선 산서로 가장 훌륭하고 당시 중국산서 보다 우수하다.

특히 句股術, 天元術을 이용한 방정식 구성, 증승개방법을 이용한 방정식 해법은 송, 원
대의 결과에 전혀 손색이 없다 ([11], [15], [17]). 19세기 李尙爀, 南秉吉 (1820〜18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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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재발견될 때까지 九一集은 양반 산학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李尙爀은
南秉吉이 수집한 방대한 중국의 산서들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송, 원대의 모든 산서,
특히 朱世傑의 四元玉鑑(Si yuan yu jian, 1303, [8])까지 연구하여 借根方蒙求(1854, [9]),

算術管見(1855, [9]), 翼算(1868, [9])을 저술하고 羅士琳 (Luo Shi Lin, 1774〜1853)의 四
元玉鑑細草(Si yuan yu jian xi cao, 1835)를 연구하면서 적은 四元玉鑑([13]), 算學啓蒙
과 洪正夏의 九一集을 정리하여 啓蒙註解([14])를 남겼다.

중인은 산학 취재를 통하여 戶曹에 종9품 會士부터 종6품 敎授, 別提를 지내고 停年을
맞는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폐쇄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집단을 이루게 되어 세습성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5]). 또 중인이 算書를 출판한다는 일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들은 필사본을 가지고 공부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필사본을 만들려면 저자, 혹은 그의

인척들을 통하여 원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직계 가족

혹은 결혼으로 이룬 관계를 통하여 중인들 사이에 산서가 전달되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九一集의 저자 洪正夏의 수학적 계보와 가계를 연구하여 그의 저서가
중인들의 산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사료는 19세

기 말에 작성된 籌學入格案 ([9]), 籌學先生案 ([9])과 雜科榜目 ([6])이다.

논문은 세 절로 나누어, 첫째 절에서는 중인 산학자들이 취재에 합격하여 戶曹의 관직을
수행하고 정년 후에 새로운 관직을 가지는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둘째 절에서는 洪正夏의 수학적 계보를 조사한다. 셋째 절은 洪正夏와 慶善徵, 李尙爀
이 결혼에 의하여 연결되어 이들 사이에 수학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들어내고, 南陽 洪氏와
결혼으로 연결된 算員의 姓氏를 조사한다.

2 中人 算員

이 절에서는 우리 주제의 연구를 위하여 중인 산원을 취급한다. 취재에 의하여 중인 산원

들이 관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산원 취재는 雜科, 즉 譯科, 醫科, 陰
陽科, 律科와 같은 科擧는 아니지만 雜科榜目의 형태로 19세기 말 산원 취재 입격자들에

대한 籌學入格案, 籌學先生案을 남겨놓아 우리는 산원 취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案과 함께 經國大典 등에 나타난 산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중인 산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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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기로 한다. 먼저 산원 취재에 합격하면 호조의 관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품계에 따른

정원은 종9품 會士 2명, 정9품 訓導 1명, 종8품 計士 2명, 종7품 算士 1명, 종6품 算學
敎授 1명, 別提 2명으로 이들을 算員이라 부르고 전체 정원은 30명으로 나타나있다. 후

에 전체 정원은 8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12]). 위의 入格案, 先生案에는 算士와 會士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正祖의 이름 때문에 “算”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19세기 말 두 案이 작성되었을 때는 算士가 모두 計士로 오용되었거나, 算士들이 모두 종
6품으로 승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算士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入格案은 15세기 말 (弘治 (1488〜1505))부터 高宗 26년 (1888)까지 입격자 1626명, 선생

안은 같은 15세기 말부터 1869년까지 1173명이 들어있다. 따라서 위의 정원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입격자가 들어있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算士 이하의 관직은

遞兒, 즉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遞兒는 勤務日 수가

544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는데 算員은 모두 종6품까지 지내면 去年, 즉 停年을 맞는
것으로 되어있다. 계속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900일을 근무하면 품

계를 올려주고, 정3품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算員三十 算士 明律 以下 遞兒,
兩都目 仕滿五百四十四 加階 從六品去官 願仍仕者 九百 加階 正三品而止 與未去官者
和會試才授遞兒職 ([1]). 또 산원으로 가장 높은 직위는 敎授와 別提로 別提는 無祿官, 즉
무보수 관직이고 이 직위를 360일 수행하면 다른 관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본업에 정통한 율원과 산원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중앙과 지방의 胥吏로 임명한다 (律員
算員所業精通者 啓授京外吏職 ([1]) 禮典 獎勵)고 하여 산원으로 직을 마친 후의 일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는 세조실록 6년 6월 16일에 이미 사문화되어, 入格案과 先生案
어디에도 이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入格案에 들어있는 자료에 의하면 취재 합
격자로 호조의 직을 수행한 사람은 訓導 191명, 計士 837명, 敎授 124명, 別提 274명이

다 ([12]).

산원의 관직이 아닌 다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품계만 나타난 것은 종1품 崇政大夫 1명 (李泰胤 陜川 (114)), 종2품 嘉義大夫 1

명 (康遇聖 晉州 (35)), 嘉善大夫 5명 (洪敍九 南陽 (53), 李英顯 陜川 (99)), 정3품 通政大
夫 8명 (慶潤 淸州 (70)), 折衝將軍 3명 등이 있다. 괄호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은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본관과 [9]의 入格案에 그가 들어있는 쪽 수를 나타낸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괄호 속의 세 자리 이하의 숫자는 모두 이를 뜻하기로 한다. 또 특이한 것은

入格案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은 洪正夏의 동생인 洪濟夏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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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를 포함하여 모두 10명이 있다. 進士試는 양반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1593년

(31)에서 1864년 (308) 사이에 나타난다.

관직을 지낸 인물들을 入格案에서 조사하면 모두 199명으로 입격자 전체 1626명의

12.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원으로 去年을 맞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품계에 따라
통계를 내면 아래와 같다.

정2품 知樞 6명 (醫科 2명, 雲科 2명, 譯科 1명);

종2품 同樞 14명 (壽職 6명 (洪載源 南陽 (87)), 譯科 3명, 醫科 1명, 洪勉謙 (148)과

洪勉讓 (160) - 洪正夏의 손자);

정3품 僉樞 14명 (壽職 5명 (洪濟夏 (110)), 譯科 2명, 醫科 1명, 武科 1명);

정3품 正 47명 (譯科 6명, 醫科 33명, 雲科 8명 (李尙爀 (261)));

종4품 僉正 14명 (醫科 11명, 譯科 2명); 郡守 1명;

종5품 判官 14명 (醫科 10명, 雲科 1명, 譯科 2명, 武科 1명); 縣令 2명;

이상이 종6품보다 높은 품계를 가진 산원들이고, 知樞를 지낸 康命吉 (155)은 정3품 牧
使도 지냈다. 壽職과 武科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잡과에 입격하여 관직을 계속한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醫科 합격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세조실록 6년

6월 16일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學官이 去官한 뒤에 京外에서 재주에 따라 敍用하
는 일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薦擧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算法을 통달하고 재주
가 쓸 만한 자가 去官한 뒤에는 즉시 학업을 폐하여 버리니, 법을 세운 本意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去官한 사람과 금후로 去官하는 사람 가운데 만약 학업에 부지런
하고, 삼가서 일하는 바가 보다 뛰어나 東班에 쓸 만한 자는 醫書를 習讀한 예에 의하여
顯官으로 推薦 除授하게 하여 이를 世祖가 윤허하였다 (學官六品去官後 京外隨才敍用事
已曾立法 然無薦擧之路 故算法通曉才品可用者 去官後隨卽廢棄 有違立法本意 已曾
去官人及今後去官人內 如有勤謹所業卓異可用東班者 依醫書習讀例 薦授顯官 ([7])).

전술한 대로 胥吏로 전출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고, 오히려 醫科 계통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을 알 수 있다. 산학과 관계가 깊은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 등을 뽑는

雲科로 옮긴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이는 매우 적은 수이다.

한편 종6품 이하의 관직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종6품 別提 18명 (禮賓 3명, 歸厚, 掌苑, 典設, 造紙, 瓦書, 活人 각 2명, 氷庫, 司畜,
尙衣 각 1명); 主簿 29명; 兼敎授 1명; 引儀 18명, 縣監 3명, 察訪 1명, 監牧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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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7품 直長 3명

종8품 奉事 5명

종9품 參奉 6명

慶善徵은 活人別提를 지냈는데, 活人, 掌苑, 典設, 造紙, 瓦書, 氷庫, 司畜 別提는
그 기관의 장이다. 그래서 慶善徵의 孫子代부터 산학을 택하지 않고 醫科를 전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縣監, 察訪과 監牧官은 外官職인데 察訪은 모두 17명이지만 1명을 제외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引儀, 主簿 등의 직을 가진 사람들이고, 縣監도 다른 관직을 가졌
던 사람을 포함하면 7명이다. 따라서 호조의 직을 지낸 후 지방 관직을 택한 산원의 수도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慶善徵과 洪正夏와 같은 뛰어난 산학자도 입격 후 각각 29년, 12년이 지나 종9

품 會士에서 정9품 訓導로 승진한 것을 보면 산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遞兒職을 한 것이
드러나고 ([12]), 또 去年을 맞은 다음에 다른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숫자도 매우 적다. 算
員들이 去年 후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매우 필요한데, 산서를 출판한 세 중

인 산학자들의 행적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李尙爀의 아들 李時用 (1840〜?, (317))

은 1861년 雲科에 합격하고, 또 1871년 주학 취재를 합격하였다. 李尙爀의 4촌인 李文爀
(1804〜?, (245))의 손자 李康鎬 (1870〜?, (361))는 1888년에 취재를 합격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행적을 찾을 수 없다.

3 洪正夏의 算學 系譜

이 절에서 洪正夏의 수학적 계보를 논한다. 그의 저서 九一集은 전술한 대로 18세기 초에

출판된 중국의 어떤 산서보다 우수하다. 洪正夏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천원술을 이용한
방정식 구성과 증승개방법을 이용한 방정식 해법이다. 洪正夏가 접할 수 있었던 천원술을
취급한 중국의 산서는 朱世傑의 算學啓蒙 밖에 없다. 李冶 (Li Ye, 1192〜1279)의 測圓
海鏡(Ce yuan hai jing, 1282, [8])은 19세기에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홍정하는 주세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楊輝算法의 영향은 九一集 卷之六 開方各術門
上 第24, 25問에 잘 나타난다. 이 문제는 楊輝算法의 田畝比類乘除捷法(1275) 卷下 第
6, 7, 9, 10問을 인용한 것이다. 楊輝는 그의 詳解九章算法纂類(1261)에 賈憲의 開平方
法과 開立方法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九章算術(Jiu zhang suan shu, [8]) 少廣에 들어있
는 방법을 釋鎖平方法, 釋鎖立方法이라 하고, 증승개방법을 增乘開平方法, 增乘開立
方法으로 설명하였다. 또 算學啓蒙에 들어있는 增乘開方法도 다만 제곱근, 세제곱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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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방법만 들어놓았다. 일반 2차방정식, 즉 1차항이 들어있는 방정식 풀이 방법으로

증승개방법을 설명한 것이 위의 田畝比類乘除捷法의 第7, 9, 10問이다. 물론 秦九韶 (Qin

Jiu Shao, 1202〜1261)의 數書九章(Shu shu jiu zhang, 1247, [8])에 들어있는 증승개방법,

즉 正負開三乘方圖가 있지만, 數書九章도 조선에는 19세기에 들어왔다. 數書九章이 楊
輝算法보다 먼저 출판되었지만, 위의 풀이 방법은 楊輝가 지금은 실전된 劉益 (Liu Yi)의

議古根源(Yi gu gen yuan)에 들어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劉益은 賈憲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11세기 중엽에 활동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4]). 그는 賈憲과 달리 增乘開方
法이라는 용어 대신 “減從開方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의 원형으로 “益積開方術”
을 다루었다. 洪正夏는 益積開方術을 증승개방법과 함께 전술한 開方各術門의 문제에
인용하였다 ([2]). 洪正夏는 程大位 (Cheng Da Wei, 1533〜1606)의 算法統宗(Suan fa tong

zong, 1592, [8])에 들어있는 百子圖 ([8], p. 2281)가 마방진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여 10차마방진을 九一集 卷之四와 附錄에 들어놓았다. 程大位의 百子圖는 楊輝
算法의 續古摘奇算法(1275)의 百子圖와 같은 것인데, 洪正夏는 楊輝를 인용하지 않고
程大位를 인용하였다. 九一集 서론 부분에 開方求廉率作法本源圖를 들어 놓았는데 이는
현재 Pascal 삼각형으로 알려진 것으로, 9乘方, 즉 10차까지의 2항계수이다. 이 역시 算
法統宗 卷六에 같은 이름으로 5乘方까지의 계수가 들어있다. 이는 程大位가 언급한 대로
吳敬 (Wu Jing)의 九章詳注比類(Jiu zhang xiang zhu bi lei, 1450, [8]) 卷四에 開方作法
本源으로 들어있다. 吳敬은 永樂大典 卷一萬六千三百四十四에 들어있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楊輝詳解開方作法本源, 出釋鎖算書 賈憲用此術”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있다
([8], p. 1657). 한편 朱世傑은 그의 四元玉鑑(1303)에 “古法七乘方圖”라는 제목으로 7

乘方까지 나타내었는데, 洪正夏는 9乘方까지 늘리고, 이어서 開方求廉率正負之圖, 즉
(x− a)n (2 ≤ n ≤ 10, 0 < 1)의 2항계수를 들어놓았다. 開方求廉率作法本源圖는 賈憲
의 釋鎖法, 즉 주어진 다항방정식 p(x) = 0의 初商, 次商을 각각 α, y라 하면 x = y+ α

에서 (y + α)n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y = x − α이므로 次商을 위한 방정
식을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것이 增乘開方法인데 洪正夏는 正負之圖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九一集 雜錄에 들어 있는 1713년 何國柱 (He

Guo Zhu)와 대화록을 보면 17세기 중엽에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서양수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5]). 洪正夏는 算學啓蒙, 楊輝算法, 算法統宗을 연구하여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내었다.

洪正夏의 집안은 그의 조부 대부터 주학 취재에 입격하였다. 그의 증조부 洪仁南은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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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 壽職嘉善大夫, 고조부 洪繼順은 武科同樞, 5대조 洪世昌은 종7품 迪順副尉를 지
낸 것으로 入格案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榜目에서 이들을 찾을 수 없지만 모두 西班에서
일하였다. 조부 대는 敍九 (53), 敍疇 (61) 형제로 敍疇가 洪正夏의 조부이다. 전술한 대로
괄호 속의 숫자는 [9]의 入格案 쪽수를 뜻한다. 敍九, 敍疇는 각자 세 아들이 주학 취재에
합격하는데 敍疇의 아들 중 行源은 주학을 전공하지 않고 1678년 譯科에 합격한다. 洪
正夏와 같은 대에서 그보다 먼저 취재에 합격한 사람은 그의 6촌인 萬興 (98), 萬恆 (102),

萬裕 (80)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洪正夏보다 늦게 취재에 합격한다. 따라서 그의 가족으로
그에게 학문적 영향을 준 사람은 많아야 11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한편 洪正夏와 같은 시기에 취재 입격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이들은 入格案에는 합격
한 해가 나타나지 않고, 先生案에 의하면 丙戌年 (1706)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들은 李以彬 (1680〜?, 泰安 (104)), 金國禎 (1674〜?, 樂安 (105)), 李時培 (1673〜?, 井邑
(94)), 李德祥 (1679〜?, 井邑 (104)), 李綏 (1675〜?, 江陰 (106), 李綏는 초명이고 그의 이
름은 糸변에 冏자를 붙인 경字이다), 李以根 (1683〜?, 泰安 (106)), 尹台商 (1680〜?, 豊穰
(110))이다. 洪正夏는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1726년 가장 먼저 敎授가 된다. 이
중에 李以彬, 李以根은 모두 후술할 李龜齡 (1656〜?, (84))의 아들이면서, 以根은 慶善
徵의 아들 慶簿 (96)의 사위이고, 李德祥은 李龜齡의 사위이다. 또 李綏는 洪正夏의 백부
始源의 사위이다. 한편 李龜齡은 洪正夏의 아버지 載源 (1665〜?, (87))과 같은 해 (1682)

에 취재에 합격한다.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崔碩興 (1661〜?, 慶州 (86)), 李龜齡, 崔時泰 (1661〜?, 慶州 (85), 초명 時言), 玄晉華
(1639〜?, 川寧 (74)), 崔碩堅 (1656〜?, 慶州 (83)), 玄大源 (1659〜?, 川寧 (84))이다. 이 중

에 崔碩興, 崔碩堅은 4촌간이며, 각각 洪正夏의 큰할아버지 敍九와 慶善徵의 형 慶善餘
(1611〜?, (51))의 외손자이고, 李龜齡, 玄大源, 洪載源은 각각 張時翮 (59), 慶善徵, 慶
善餘의 아들 慶演 (1631〜?, (65))의 사위이다. 따라서 위의 명단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대를 이어서 밀접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洪正夏는 劉氏句股
術要를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16]) 劉壽錫과 수학적 교류를 가진 것이 河國柱와의 대
담에 나타나는데, 劉氏句股術要와 洪正夏의 句股術에서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준 것이
드러난다. 劉壽錫에 대한 사료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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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洪正夏의 家系

전절에서 결혼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문의 교류가 洪正夏의 수학적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洪正夏뿐만 아니라 산서를 남긴 중인 산학자 慶善徵, 李尙
爀의 가계를 함께 조사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다. 먼저 慶善徵의 가계도는 아래
그림 慶1, 慶2, 慶3과 같다. 이 절의 모든 그림에서 直系는 垂直 線分, 丈人은 斜線으로
나타내고, 이름 다음 괄호 속은 本貫과 [9]의 入格案에서 그가 들어 있는 쪽수를 나타낸
다. 예를 들어 그림 慶1에서 慶善徵의 부친 慶禕의 장인은 永川 李壽慶이고 그는 入格案
14쪽에 들어있고, 慶禕는 두 명의 사위 康聖遇, 李蕙와 삼형제 慶善餘, 慶善徵, 慶善裕
를 두고, 한 편 慶善餘, 李蕙의 아들 李慶華, 崔湜의 아들 崔亨立은 모두 韓祥의 사위이
다. 자식의 경우 姓을 생략하여 사위와 자식이 구별되도록 하였다. 중요한 인물은 진하게
나타내었다.

李壽慶(永川,14) 鄭孝甲(豐基)
李忠一(全州,37)

(淸州)慶禕(32) 韓祥(淸州,譯)

申益海
(高靈,譯)

康遇聖 李蕙
(晉州,35) (慶州,41)

善餘(51) 善徵
(善行,57)

善裕(58)

崔湜(慶州,30) 李順根
(全州)

崔壽澂(朱溪) 慶華(60) 金自南
(牛峯,61) 洪敘疇

(南陽,61)
亨立(51) 貞立(52)

錫祉(77) 錫昌(96) 李重彬
(星州,98)

洪敘九
(南陽,53)東說(78) 載源(87) 始源(77)

正夏(103) 萬奭(104) 李萬枚(全州,100) 榥(68) 彬(72)

그림 慶 1

그림 慶 1에서 慶善餘의 동서인 崔亨立의 조카 崔彬은 전술한 대로 洪敍九의 사위,
李蕙는 慶禕의 사위이고, 李蕙의 외손자 崔東說은 洪正夏의 고모부이다. 또한, 洪正夏
의 사촌 洪萬奭은 李蕙의 또 다른 사위 金自南의 아들 金錫祉의 사위가 되어 淸州 慶씨,
晉州 康씨, 淸州 韓씨, 朱溪 崔씨, 慶州 李씨, 慶州 崔씨, 牛峯 金씨 등이 南陽 洪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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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慶 1과 아래 그림 慶 2를 보면, 慶善徵의 조카 慶演이 洪正夏의 외조부이고, 崔
貞立의 두 아들 榥과 彬은 각각 慶善餘와 洪敍九의 사위인 것이 나타난다.

李信一(全州,48)
表倎(新昌)

(淸州)慶善餘(51)
李世達
(泰安,40)

涵(62) 演(65) 崔榥
(慶州,68)

崔時煜 金惟泰
(慶州,71) (樂安)

林垣(慶州,78)

洪載源 朴東赫
(南陽,87) (密陽,107)夏挺(94)

그림 慶 2

(淸州)慶善徵(善行,57) 玄晉哲(川寧)

李益華
(全州,50) 李海命

(全州)
朴世安 李德寬 洪智源
(羅州,85) (天安) (南陽,73)

金海金

金斗萬(龍宮)

潤(70) 金錫齡
(光山,81)

玄大源(84) 浩(90) 溥(96)

李以根
(泰安,106)起昌(醫) 啓昌 肅綱(108)

必禎(93) 必裕(102)

金善興(116) 昱

그림 慶 3

그림 慶 3에서는, 이들이 모두 晋州 康씨 형제 康有慶, 康餘慶과 관계있음을 보여준다.
전절에서 언급한 玄大源이 洪載源과 사촌인 洪智源의 처남임이 들어난다.
아래 두 그림 康 1, 2는 위 그림들을 보충하고, 또 洪正夏 祖父 洪敍疇의 처가를 나

타내는데, 李信欽 (泰安)의 아들 世達은 慶善徵의 조카 慶涵의 장인이고, 또 다른 아들
弘達은 洪敍疇의 장인이며, 康餘慶 (晉州)의 사위이다. 또 弘達의 증손자 以根은 慶善
徵의 손자사위이다. 弘達의 아들 尙薰의 사위 崔𣜜(慶州, (79))의 “𣜜”는 木변에 萬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정보에서도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잘못된 刻字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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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州)康承輔 李彦謙(全州)

慶禕(淸州,32) 有慶(24) 李順根 餘慶 李順安

益華(50)

遇聖 崔忠立 文弘慶 李濟賢 李信男 崔貞立
(35) (慶州) (昆明,34) (全州,34) (全州,45) (慶州) 克俊(78)

慶善餘(淸州) 洪叙九
洪正夏

榥(68) 彬(72)

그림 康 1

慶善餘
(慶州)

(泰安)李信欽

世達(40) 時達(47) 康餘慶(晉州)

慶涵 李忠一
(全州)弘達(45) 星州李 玄世逸(川寧)

晉鐵(60)  洪叙九 晉雄 晉善 朴廷茂 崔壽河
(南陽,53) (66) (64) (羅州,68) (朱溪)

朴世安 洪智源
(羅州,85) (73)

東耈(95)

崔得仁
(朱溪)

洪叙疇
(南陽,61)

慶善徵 尙薰(62)

載源(87) 慶溥 龜齡(84) 鶴齡(72) 鳳齡(81) 韓爾恒
(新平,97)

崔
(慶州,79)

正夏(103) 以根(106) 以實(101)

그림 康 2

아래 그림 李 (全州)에서 李忠一 (全州)은 慶善徵의 장인이고, 그의 사위 李彭老 (江陰)

는 敍疇의 아들 有源의 장인이며, 洪載源의 장인 慶演은 忠一의 동생 信一의 사위임을
들어내어, 淸州 慶씨, 南陽 洪씨, 全州 李씨, 江陰 李씨가 연결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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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壽(溫陽)

江陰宋 (全州)李承全

朱系崔 樂安金

忠一(37) 誠一(37) 信一(48)

李彭老
(江陰)

金振南
(牛峯,56)

邦賢 慶善徵 玄晉善(川寧,64)

洪叙疇

東桓(89) 慶善餘

崔壽濟 洪有源
(朱溪,74) (80)

紳(87)

尹聖冑
(海平,64)

慶演(65) 壽民(72) 耈民(78)

洪叙範
(南陽)東陟(106) 洪載源(南陽) 苾夏

遂大(79)

洪正夏 萬杓(121)

그림 李 (全州)

다음 그림 洪은 洪正夏의 曾祖인 洪仁南과 큰 할아버지인 敍九의 가계도이다.

張俊網
(豊德,36)

(南陽)洪仁南 尹敬信(豊壤)

李弘達
(泰安)

崔貞立
(慶州) 叙九(53) 張時羽(55) 張時翼(59) 張時翮(59) 洪叙疇(61)

崔壽海(朱溪)
玄晋哲(川寧) 高有俊(濟州) 李之翰(江陰,進士) 開城金

斗星(76) 李龜齡(泰安,84)

崔彬(72) 智源(73) 義源(76) 理源 慶簿

玄大源(84) 林垓(慶州) 萬裕(80) 李時馨 以彬 以根
(井邑,89) (104) (106)

李萬齡(慶州) 崔時煜(慶州)

萬恒 萬興(98) 玄性綱(101) 萬榮(108)

그림 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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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陽)洪仁男

李洪達(泰安)

李蕙(慶州) 洪敘疇(61) 金錫祉(牛峯)

海州吳

洪始源(77) 崔東說(朱溪,78) 洪有源(80) 洪載源(87) 洪行源(譯)

林珽(慶州,81)

李頤謙(92) 李頤觀(95) 李英顯
(陜川,99)

萬奭(104) 李萬枚(全州,100) 李경(106)

李克俊(全州)

德隣(129) 德基(137) 李萬澤(全州)

洪正夏 泰胤(114) 鳳胤(126) 世胤(130) 後昌(166)

그림 洪敍疇

慶演(淸州,65)

李克俊
(全州,78)

(南陽)洪載源(87)

李受鼎 正夏(103) 濟夏(110) 吳聖純
(荳原)

遇夏(113) 文夏(121) 得夏(121)

(慶州)

蔡膺佑
(平康)履祚(123) 崔應祿

(朱溪)
履福(131)

光山金

勉徵 勉謙(148) 金在恭(固城) 勉讓(160)

崔載運(慶州)
方泰逵(溫陽)

李元燮
(井邑)光毅(207) 九成

崔應祿
(朱溪)

五成(191) 崔性厚(慶州,165) 金宗晉(慶州,174) 李圭升(194)

就成(165) 崔漢宇(慶州,161) 崔膺運(慶州,165)

그림 洪正夏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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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李益華(50)

金老榮(慶州)

克俊(78)

玄碩綱(川寧,100) 李以實(泰安,101) 洪正夏(南陽,103) 仁輔(107) 李泰胤(陜川,114)

그림 동서

崔壽源(朱溪)

玄達源(川寧)

崔鎭華
(慶州) (南陽)洪濟夏(110) 李允恒

(井邑)
尹斗望(豊壤)

金道爀 崔始昌
(金海) (朱溪) 金應三(慶州) 康命源(昇平) 李昌瑞

(井邑,115)

崔得大(119) 履祐(135) 履禧 金聖觀(138) 履祜(147) 李元燁

林彦儒(慶州) 李德弼(全州) (井邑,157)

勉任(154) 勉儉(158)

그림 洪濟夏

金景稷(固城)

(南陽)洪得夏(121) 崔墀(慶州, 籌)

金海金(醫)

履祿(170) 履華 朴致孝
(咸陽)

崔孝閔(150) 金光顯
(固城,醫)

崔厚鎭(朱溪,183) 勉紀(醫) 泓(173) 涵(184)

李惟鍾
(全州,籌)李晩求

(陜川,籌)
卞重觀(密陽) 李惟鍾(全州, 籌)

鄭桂秀(慶州)

李秉喆(211) 淸州韓 李浩健
新平韓(醫) (醫,237)

勉維(醫,242)

李尙爀(261) 述曾(175) 達曾(210) 啓曾(180)

그림 洪得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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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섯 그림에서, 그림 洪敍疇, 그림 洪正夏는 洪正夏의 할아버지 敍疇와 아버지
載源과 洪正夏의 가계도이고, 그림 동서는 洪正夏의 장인 李克俊의 사위들, 즉 洪正夏의
동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그림 洪濟夏, 그림 洪得夏는 각각 洪正夏의 동생 濟夏,
得夏의 가계도이고, 得夏의 맏아들 履祿의 사위가 李尙爀의 아버지 李秉喆인 것이 나타
난다. 得夏는 다음 그림 遇夏 文夏에 나타나는 遇夏, 文夏의 동생이지만 이 사실 때문에
먼저 넣었다.

權聖徵(安東)
金汝鼎( 宣城)

(南陽)洪載源(87) 金益華
(固城,譯)

正夏 濟夏 遇夏(113) 李世琛(慶州) 文夏(121) 得夏(121) 申聖濂
(高靈)

李思一
(泰安,籌)李宗岳

(全州,150)
履諠(177) 履明

李性溫(星州)
方處仁(溫陽)

申好況
(高靈)

勉矩(192)

韓允炅
(淸州)

履禎(149) 履謹(158) 李仁華
(海州)

履祉(159) 李思訥
(泰安)

李源
(江陰,武)卞忠基

(密陽,醫)

李元謨
(全州,醫)

勉逵(律) 勉道(184) 慶州崔(醫)

勉遂

慶鈺
(淸州,醫)

胤成(246)

命桓 命相 命權
(170) (171) (172)宜升(333)

郭命說(玄風)

必永(348) 韓宜豊(新平)

李蓍赫
(陜川)箕成 泰安李 學成(律) 周成(254) 殷成(259) 南正基(英陽)

宜五(274) 海涵(井邑) 宜三(296) 慶州李 南榮鎭(342)

泰安李

李濟相(井邑,304) 禧錫(309) 祜錫(312) 祐錫(334)

그림 遇夏 文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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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陽)洪敘疇(61) 金起門
(牛峯,譯)

始源 有源 鄭始泰
(河東)

載源 行源(譯) 方震設
(溫陽)

朴泰重
(密陽,譯)趙慶基

(平壤,醫)
萬運(譯) 朴泰信

(密陽)
萬遇

李喜大
(海州,譯)張世敞

(安東)
聖徵(醫) 聖翊(譯) 吳德謙 聖輔 崔漢昌

(海州,譯) (慶州,譯)

宅重(譯) 愼敎 宅憲 宅敏(雲) 宅泳(譯) 宅敎(譯)

盧景熙
(谷山)金道麟 處敬(譯)

(固城,譯)
李觀培
(南陽)

邊憲
(原州,譯)

李宗秀
(旅善)

處緯(譯)

處純(譯) 處綏(譯) 處儉(譯) 處益(190)

李白圭
(星州,譯)

鄭在信(河東) 金杞 畊學(雲) 崔岱齊
(淸陽,醫) (淸州,譯)

鄭泰賢
(溫陽,譯)

若宇 名宇 台宇 李益燁
(全州)

聖龜(譯) 聖麟

李一達
(完山,譯)

金善仁
(慶州,醫)

愼德(醫) 愼受(譯) 愼敬(醫)

膺普(譯) 顯普(醫) 哲普(譯,338)

그림 行源

위 그림 行源은 洪正夏의 막내 숙부인 行源의 가계도이다. 위 洪正夏 가계도에서는

그의 손자 대까지 정리를 했고 그 아랫대는 [5]를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 [5]에는 妻家에
대한 가계도는 포함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慶善徵, 李尙爀의 가계와 관계되는 것은 모두
나타내었다. 그림 行源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行源의 가계에서 주학 취재에 입격한
사람은 處益과 哲普 두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잡과 합격자들이다. 哲普는 譯科도 합
격한 사람이므로 순수한 주학 입격자는 處益 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좋다. 그들의 장인들은

모두 주학 입격자가 아닌 것이 위 가계도에 드러나기 때문에 잡과나 취재도 같은 직종끼리

혼인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의 주제인 산학과 관계가 없지만 이런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行源의 가계도를 모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 李尙爀은 陜川 李씨와 洪正夏 집안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이다. 陜川 李씨와 산학의 관계는 李尙爀의 五代祖 李英顯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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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지 않다. 李英顯은 洪正夏의 백부 始源의 사위이고, 그의 아들 李泰胤은 洪正夏의
동서이다. 전술한 대로 李尙爀의 아버지 李秉喆은 洪正夏의 조카사위이다.

朴興龍(咸陽)

(陜川)李仁楷(譯)

洪始源(77)

英顯(99) 英發(譯) 英郁(譯) 英哲 李時輝(井邑, 籌, 89)

東胤 碩胤(譯) 朴世安(羅州, 籌, 85)

李克俊
(全州)

雨瑞(105)

鼎王(醫) 鼎德(雲) 鼎吉(雲) 李文行
(泰安) 皮五采(洪川)

李東桓(全州)

崔禧大 泰胤(114) 洪正夏 荳原吳
全州李

鳳胤(126) 世胤(130)

(慶州,籌)

金海金
慶州金崔復大 鼎祥(129) 鼎祐(135) 洪五成 鼎祿(155) 鼎祺(159)

(慶州,籌)

洪宜健 景求(197) 範求

晩求(184)

洪載源
(南陽) 洪玄錫(267) 秉旭(257) 秉默(283)

崔 璹
(朱溪)

方泰逵(溫陽)

 洪正夏 昇平康
天安李

 洪遇夏 洪得夏
秉倫(189) 秉德(200)

洪五成

宗爀(230) 洪履祿
卞重觀
(密陽, 醫)

日爀 重爀 晉爀 奎爀 文爀
(223) (224) (235) (238) (245)

蓍爀
(248)洪禹錫(譯)

洪永錫(醫) 時昌(315) 洪宜三(296) 秉喆(211)

時漣(297) 韓應誠(淸州)
韓範五(新平,譯)

卞鐘徽(密陽, 醫)
韓範五(新平, 譯)
李冕容(全州, 253)

李尙爀(雲, 261)
雋爀(268)

金在恒(樂安, 317) 時用(317) 李海盛(井邑, 353) 時珍(317)

그림 李尙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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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陽 洪씨와 결혼에 의하여 연결된 성씨들에 대한 통계를 위한 모집단으로 入格案에
들어있는 110명, 洪正夏의 숙부 行源과 그의 자손 23명 (그림 行源 참조), 雜科만 합격한
洪正夏의 집안 인물 7명 (洪正夏의 직계 후손 3명 (醫科 2명, 雲科 1명), 濟夏의 후손 1명

(雲科), 遇夏의 후손 3명 (律科 2명, 醫科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40명을 조사한 것이다.

140명 중에 洪正夏의 가계와 관계가 없는 인물은 모두 10명인데, 그 중에 8명은 모두 洪
澤龜 (1694〜?, 醫科)의 후손이고, 한 사람은 李海虯 (1554〜?, 慶州 (25))의 사위 洪承善
으로 洪敍九와 같은 해에 취재에 합격하였다. 李海虯는 慶禕의 사위 李蕙의 부친이며,
李應翼 (古阜 (40)), 李世達 (泰安 (40)), 林應善 (慶州 (43))의 장인이다.

모집단에 속한 南陽 洪씨의 장인들 중에서 수가 많은 姓씨부터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
다.

慶州 崔씨 (16명), 慶州 李씨 (12명), 全州 李씨 (11명), 金海 金씨 (8명), 泰安 李씨 (8명),

井邑 李씨 (7명), 朱溪 崔씨 (5명), 新平 韓씨 (5명), 密陽 朴씨 (4명), 淸州 韓씨 (4명),

慶州 金씨, 固城 金씨, 樂安 金씨, 務安 朴씨, 溫陽 方씨, 川寧 玄씨, 海州 李씨 (이상 3명),

2명과 1명인 姓은 각각 13, 30개이다.

전체 주학 입격자의 수에 비하여 慶州 李씨, 金海 金씨가 많은 편이다.

모집단에 속한 南陽 洪씨의 사위들의 姓씨에 대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全州 李씨 (15명), 慶州 崔씨 (11명), 井邑 李씨 (10명), 陜川 李씨 (7명), 朱溪 崔씨 (5명),

慶州 金씨 (4명), 固城 金씨 (4명), 豊穰 尹씨 (4명),

豆原 五씨 (3명), 泰安 李씨 (3명), 新平 韓씨 (3명),

2명과 1명인 姓은 각각 5, 10개이다.

陜川 李씨가 두드러지고, 慶州 李씨는 2명만이 南陽 洪씨와 결혼하여 위의 통계와 대
비된다.

5 결론

조선 시대 中人으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譯科, 醫科, 雲科, 律科 등 네 분야에

대해 시행된 과거 제도 雜科나 取才를 통과하는 것이다. 算學은 취재를 통하여 戶曹의 관
리가 되었는데 종6품인 敎授와 別提까지 지낼 수 있었다. 취재에 입격한 사람들을 雜科
榜目 형태로 정리하여 籌學入格案, 籌學先生案 등이 19세기 말에 작성되었다. 入格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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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案을 보면 산원들은 동일 직종의 관리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였으나, 이들
을 통하여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조선 산학이 유지되어왔고, 壽職을 제외하면 10% 이내의

관리들만 戶曹에서 정년 후에 다른 관직을 가진 것이 나타난다.
入格案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산서를 출판하여 조선 산학의 발전에 기여한 산학자는

慶善徵, 洪正夏, 李尙爀 세 사람이다. 慶善徵은 17세기 왜란과 호란을 겪어 산학에 관한

자료가 거의 멸실된 상태에서 黙思集算法을 저술하여 조선 산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이룬다. 이어서 18세기에 洪正夏는 조선의 산서로 가장 완벽한 九一集을 저술하
여 명대에 실전된 송, 원대의 산학을 복원, 발전시킨다. 19세기 李尙爀은 南秉吉의 후원
으로 중국의 산서와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서양수학을 연구할 수 있어서 이들을 통합하는

산서들을 저술하였다. 洪正夏는 慶善徵의 조카 慶演의 외손자이고, 李尙爀은 洪正夏의
조카 洪履祿의 사위의 아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산학은 慶善徵부터 시작하여 李尙爀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을 그들의 저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洪正夏의 동료와 인척을 조
사한 결과 그들 집안에 洪正夏의 수학이 전파되어 그들이 산학을 연구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을 보았다. 南秉吉 이전의 양반 산학자들은 洪正夏의 업적을 몰랐기 때문에 句股術을
포함한 방정식론과 개방술에 관하여 洪正夏에 미치지 못하는 저술을 남겼다.
이 논문에서 洪正夏의 집안만 조사하였는데, 결혼에 의하여 생긴 中人 算員 전체의 관

계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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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Mathematician Hong Jung Ha’s Gene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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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Jung Ha(洪正夏, 1684〜?) is the greatest mathematician in Chosun dynasty and
wrote a mathematics book Gu Il Jib(九一集) which excels in the area of theory of
equations including Gou Gu Sh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his influence on
the history of Chosun mathematics. He belongs to ChungIn(中人) class and works only
in HoJo(戶曹) and hence his contact to other mathematicians is limited. Investigating
his colleagues and kinship relations including the affinity and consanguinity, we con-
clude that he gave a great influence to those people and find that three great Chun-
gIn mathematicans Gyung Sun Jing(慶善徵, 1684〜?), Hong Jung Ha and Lee Sang
Hyuk(李尙爀, 1810〜?) are all related through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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