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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 九章算術>과 남병길의 <구장술해 九章術解>의

교육적 활용 방안1)

정 해 남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헌은

<구장산술九章算術>이다. 이 책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 보완되고 재해석되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이 영향권 안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구장산술>을 기본 산학서로 취급해 왔고 19세기 조선

수학자 남병길은 이 책에 대한 주석서 <구장술해九章術

解>를 출판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책의 구성과 내용

을 확인하고 그것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본

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수학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수학사를

이용하여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 적용 가능한 범위와

방법, 수학사 활용의 긍정적 효과 등등, 수학사의 중요

한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Siu,

2000). 이러한 수학사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실에 수학사를 도입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학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고 또한 교사의 직전

교육이나 현직교육에서 수학사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는 경향이기에 이것이 수학교실에서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수학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교 수학에서 사

용되는 기초 개념의 발달사뿐만 아니라 수학의 사회문

화적인 측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Tymo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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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o, 1993). 또한 초등수학교사는 교사교육 기간 동안

수학을 비판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학사 활용은 다른 것에 비해 이것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학습이 지식을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면, 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지금과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될 것이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수학

사를 공부하는 것일 것이다(NCTM, 1989).

수학교실에 수학사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처럼 교사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사교육

에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수학의 원전(1차 사료)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전 활용 방법은 외국에서

는 중등학교나 대학, 또는 교사교육에 수학사를 활용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Laubenbacher & Pen-

gelly, 1996). 주어진 수학 원전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을 고려하고, 해결방법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유추해보

고, 그것이 현재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어떤 차이가 있

는가를 탐구하면서 예비교사나 교사들은 수학적 지식

을 단순히 습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에 대

한 비판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Furinghe-

tti, 2000).

이러한 수학의 원전 활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양의 수학 원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예비교사들은 수학을 서양만의 학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는 수학이라고 불릴만한 활동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생

각들을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또

한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국을 중

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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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九章算術>과 이것의 주석서인 남병길의 <구장술

해九章術解>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의 교육

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II. <구장산술>과 그 주석서

<구장산술>은 진(秦)·한대(漢代)에 걸쳐 집적된 수

학책으로 저자는 미상이고, 성립 시기는 기원 전 1C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3년 <산수서筭數書>2)가 발

견되기 전까지 <구장산술>은 중국에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수학책으로 알려졌다.

<주례周禮>에 사대부 자제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

는 육예(六藝)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

구수(九數)가 수학에 관한 것이고, <구장산술>의 구장

은 이 구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용운·김용

국, 1996).

사대부의 자제에게 육예(六藝)를 가르친다. 육예란 첫째

로 오례(五禮), 둘째로 육악(六樂), 셋째로 오사(五射), 넷째

로 오어(五御), 다섯째로 육서(六書), 여섯째로 구수(九數)를

말한다. (p.69)

또한 당(唐)의 이순풍(李淳風, 602-670)이 기존의 수

학책을 정비하여 10권으로 구성한 <산경십서算經十

書>3)의 한 권으로 <구장산술>을 채택한 이후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교재

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김용운·김용국, 1996). 이

렇듯 <구장산술>은 중국 수학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

고 후대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수학책으로 종종

서구의 유클리드의 <원론>에 비견되기도 한다.

1. <구장산술>의 구성과 내용

<구장산술>은 모두 246개의 문제를 9장에 걸쳐 다

루고 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나오고 뒤이어 답이 제

2) <산수서>는 1983년말 중국 호북 지방의 장가산 247호

묘에서 190개의 죽간 형태로 출토된 수학책이다. 그 내용

은 <구장산술>과 유사하나 ‘방전’과 ‘구고’가 빠져 있는 것

으로 보아 두 책 사이의 수학발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산경십서>는 <주비산경>, <구장산술>, <해도산경>,

<철술>, <집고산경>, <손자산경>, <하양후산경>, <장구

건산경>, <오조산경>, <오경산술> 등 10권으로 구성된다.

시되고 그 다음에 풀이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 문제

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몇 개씩

묶은 다음, 그 뒤에 나온다. <구장산술>의 9장은 각각

‘방전(方田)’ 38문제, ‘속미(粟米)’ 46문제, ‘쇠분(衰分)’

20문제, ‘소광(少廣)’ 24문제, ‘상공(商功)’ 28문제, ‘균수

(均輸)’ 28문제, ‘영부족(盈不足)’ 20문제, ‘방정(方程)’

18문제, ‘구고(句股)’ 2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유휘,

1998, 2000).

제1장 ‘방전(方田)’은 밭의 넓이를 다루는 장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밭의 모양은 직사각형(方田), 이등변

삼각형(圭田), 사다리꼴(邪田, 箕田), 원(圓田), 고리 모

양(環田) 등 여러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방전’은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어진 밭의 넓이를 계산

하는 과정 중에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를 포함하고

있다. 분수 계산을 위해 중간에 분수의 대소 비교, 약

분, 사칙연산, 평균 등 다양한 분수 계산과 관련된 알

고리즘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속미(粟米)’로 주로 곡식 교환과 관련된 문

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머리에 다양한 곡식의 교환비

율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곡식들의 교환 과정

을 경률(經率)로 표현되는 삼수법(the rule of three)에

기초한 풀이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삼수법의

응용으로써 물건의 단가를 구하는 기율(其率)과 반기

율(反其率)에 관련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제3장 ‘쇠분(衰分)’은 차등을 두면서 비례적으로 고

루 분배하는 계산법을 다룬다. 내용은 주로 지위에 따

른 봉록, 세금, 이자계산 등을 포함되어 있어 중국 고

대 사회상을 엿볼 수도 있다. 이 장은 대체로 ‘속미’장

에서 다루는 비례식보다는 좀 더 복잡한 비례배분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장 ‘소광(少廣)’의 처음 12문제는 앞의 ‘방전’장의

역연산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를 제시하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묻는 문제다. 결국 나눗셈에 관한 문제인

데 제시된 변의 길이가 분수로 구성되어 있어 계산과

정이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다.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

들은 정사각형의 한 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구의 지름 등을 구하는 문제다. 즉 제곱근과 세제곱근

을 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풀이 방법은 기하

적 접근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의 2·3차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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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내용이다.

제5장의 ‘상공(商功)’은 다양한 토목공사의 공정을

계산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성을 축조하거나 도

랑을 파려면 먼저 토사의 양이나 다양한 입방체의 부

피를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은 주로 다양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여기서

다루는 입체도형은 원기둥, 원뿔, 사각뿔, 각뿔대 등 다

양한 모양이고,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연연적인 증명

이 아닌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비

교적 복잡한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절차는 경험적으로

보다 간단한 도형의 부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

고 있다.

제6장의 ‘균수(均輸)’는 세금과 부역에 관한 물자수

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네

문제를 보면 몇몇 현에서 정해진 창고로 쌀을 운반할

때 각각의 현의 호수와 창고까지 걸리는 날짜를 고려

하여, 공평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

제다. 이 장에서는 정비례, 반비례, 비례배분, 복비례,

연비례 등 다양한 비례 개념이 사용된다.

제7장의 ‘영부족(盈不足)’에서 영(盈)은 남는 양, 부

족(不足)은 부족한 양을 각각 나타낸다. 영부족술은

  ≠과 같은 1차방정식을 주어진 상황에

서 임의의 추측값 2개를 자리에 넣었을 때 남는 값

과 부족한 값을 이용하여 원래의 값을 찾는다. 이것은

유럽의 이중가정법과 유사한데, 그 기원을 <구장산술>

로 보고 있다(장혜원, 2005).

제8장의 ‘방정(方程)’은 1차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문

제를 다루는데, 풀이 방법은 현재의 가우스 소거법과

거의 유사하다. ‘방정’이라는 이름은 주어진 연립방정

식의 계수를 산대를 이용해 네모난 모양으로 늘어놓는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 수학에서 ‘方’은

사각형을 나타낸다. 이 장은 2원 1차 연립방정식과 3

원 1차 연립방정식을 포함하고, 연립방정식의 계수로

양수와 음수를 모두 다루고 있다.

제9장의 ‘구고(句股)’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로

피타고라스 삼조나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응용문

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 2차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마지막 8문제는 직접 잴 수

없는 거리나 우물의 깊이와 같은 측량과 관련된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구장산술>은 그 당시 중국에서 일상적

으로 마주한 실용적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계산법

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구장산술>은 당

대의 수학 교재의 중심이 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 보완되며 시대를 초월한 영향력

을 끼치게 된 것이다.

2. <구장산술>의 주석서

<구장산술>이 지금의 형태와 명성을 갖추게 된 결

정적 계기는 중국의 뛰어난 수학자 유휘(劉徽)가 주석

을 붙이고 난 이후부터다. 유휘의 주석덕분에 <구장산

술>이 온전한 수학 서적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유휘

에 대한 사료는 262년에 <구장산술>의 주를 썼다는

것 이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유휘의

주를 통해 그가 왕필(王弼, 226-249), 하안(何晏, ?-

249) 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220-240년에 태

어난 산동(山東) 치천(淄川) 사람으로 추정한다(홍성사

·홍영희, 1998).

유휘는 <구장산술>에 나오는 수학 용어를 정비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구장산술> 본문에서 넓이와 부피를 모두

적(積)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유휘는 직사각형의 넓이

를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정의하고, 이를 멱(冪)이라

칭하며 이것들을 구분하고 있다(홍성사·홍영희, 1998).

유휘의 주석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는 원의 넓

이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구장산술>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절차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둘레의 반과 지름의 반을 곱하는 것이다.

유휘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원의 넓이를 원에 내

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로 근사시키고 이를 극한개념

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주율 π의 근삿

값으로 157/50, 1250/3927 등을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구하였다. 별다른 계산도구가 없었던 그 시대를 감안

한다면, 그 계산량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이 중 157/50은 3.14와 같은데, 이것은

반지름이 1자(尺)인 원에 내접하는 정192각형의 넓이

의 정수 부분을 계산한 것이다(홍성사·홍영희, 1998).

이것은 아르키메데스가 실진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

를 구한 과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이순풍의 주석이다. 그의

주석은 <산경십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휘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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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토대로 쓴 것이다. <산경십서>를 당(唐)의 고종

(629- 683)이 국가 기반 전반에서 사용하도록 공표한

이후 관리 선발 시험에서 이 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경십서>에 <구

장산술>과 <해도산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도산

경>은 유휘가 <구장산술>의 ‘구고’장에 주를 붙인 것

을 이순풍이 독립시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결

국 <산경십서> 10권 중 2권이 <구산산술>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 주석서로 당(唐) 이적(李籍)의 <구장산술음의

九章算術音義>, 송(宋) 영계(榮棨)의 <황제구장서黃帝

九章序>, 포한지(鮑澣之)의 <구장산경후서九章算經後

序>, 양휘(楊揮)의 <상해구장상법詳解九章算法>이 있

다. 또한 청(淸) 대진(戴震)의 <구장산술제요九章算術

提要>, 공계함(孔繼涵)의 <구장산술발九章算術跋>, 이

황(李潢)의 <구장산술세초도설九章算術細草圖說> 등

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백상서(白尙恕)의 <구장

산술주석九章算術注釋(1980)>, 곽서춘(郭書春)의 <구

장산술九章算術(1990)>, 심강신(沈康身)의 <구장산술

도독九章算術導讀(1997)> 등이 유명하다(유휘, 2000).

서구의 주석서로는 Kangshen, Crossley, & Lun(1999)

의 <The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1999)>가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주석서로는 조선 말기 남병길의 <구장술

해九章術解>와 <측량도해測量圖解>가 있다. 남병길

이 <구장산술>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주해

한 것이 <구장술해>이다. <측량도해>는 <구장산술>

의 ‘구고’의 마지막 8문제, <해도산경海島算經>의 전

체 문제, <수서구장數書九章>의 측량에 관한 9문제를

추려내어 문제마다 도해를 붙인 일종의 주해서이다(남

병길, 2006b). <해도산경>이 <구장산술>의 ‘구고’장에

대한 유휘의 주해서이므로, 결국, <측량도해>도 <구장

산술>의 ‘구고’장에 대한 주석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석정(崔錫鼎)의 <구수략九數略>이 있다.

이것은 <구장산술>의 직접적인 주석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구수략>의 본문에서 최석정이 이 책은 <구

장산술>을 사상론(四象論)에 기초해 다시 논의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구장산술>을

재구성한 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석정, 2006).

<구수략>의 구수는 결국 <구장산술>의 구장을 지칭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구수략> 역시 <구장산술>의 넓

은 의미의 주석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남병길의 생애와 저작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후명(後名)은 상길(相吉)이고 본관은 의령(宜寧)이다.

남병길의 자(字)는 자상(字裳)·원상(元裳)이고 호(號)는

혜천(惠泉), 육일재(六日齋), 만향제(晩香齋) 등이며, 시

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또한 남병길은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4대 손이자 철종의

장인인 김문근(金汶根, 1801-1863)의 외질이고, 해주목

판관(海州牧判官)을 지낸 남구형(南久涥, 1794-1853)의

차남이다. 어머니는 안동 김씨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金祖淳, 1765-1832)의 딸이고, 외조부 김조순은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남병길은 형 남병철(南秉哲, 1817-1863)과 함께 철

종·고종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

다. 이들 형제가 천문학과 수학분야에 남긴 학문적 저

술은 거의 20여종에 이르러 세종대의 이순지(李純之,

1406-1465)와 김담(金淡, 1416-1464)에 비견되는 업적

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노국, 2006). 또한 두

형제 모두 천문관측과 연구의 중심이었던 관상감(觀象

監)의 제조(提調)를 역임하였다. 그들은 이전에 전래된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을 답습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당

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흡수함으로써 조선 후기 천문

학과 수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이노

국, 2006).

남병길은 1848년(헌종14)에 한림소시(翰林召試)에

합격하고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 홍문관의 관원을

역임하였다. 1850년(철종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

(丙科)로 급제한 뒤 이듬해에 수찬(修撰)을 시작으로

성균관 대사성, 황해도 관찰사, 개성 유수(留守), 이조

참판을 지내고, 1861년(철종12) 예방승지가 된 후 형조

판서,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강원도 관찰사, 수원 유수, 예문관 제학, 실록 교수 당

상, 교정 당상, 감인 당상,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했다.

남병길의 천문학 관련 저서는 <중성신표中星新表

(1853)>, <양도의도설量度儀圖說(1855)>, <시헌기요

時憲紀要(1860)>, <성경星鏡(1861)>, <추보건례 推步

揵例(1861)>, <춘추일식고 春秋日食攷(哲宗年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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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중성표 重修中星表(1864)>, <태양실루표太陽實

漏表)(1867)> 등이다(이노국, 2006). 수학 관련 저서는

<무이해無異解(1855)>, <구장술해九章術解(1856)>, <

측량도해測量圖解(1858)>, <산학정의算學正義(1867)>,

<집고연단緝古蓮段(1869)>, <옥감세초상해玉鑑細艸詳

解(高宗年間)>, <유씨구고술요도해劉氏句股術圖解(高

宗年間)>, <수학절요數學節要(연대미상)> 등이 있고,

이 중 <측량도해>와 <유씨구고술요도해>는 번역서가

출판되어 있다. 그 밖에 저서로는 술수류(術數類)에 해

당되는 <선단기요選擇紀要(1867) >와 <길구람吉龜鑬
(1867)>이 있고, 문집 <만향제시초晩香齋時抄(연대미

상)>가 있다(이노국, 2006). 남병길의 저서는 총 20종

으로 이 중 9종이 그가 주로 활동했던 철종 대에 간행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고종 대에 간행되었다.

19C에 편찬된 확인이 가능한 조선 수학서는 약 20

종이 넘는데, 이 중 8종이 남병길의 저작이다(이노국,

2006). 남병길의 수학 저작 중 서문이 없는 것은 <구

장술해>4)와 <옥감세초상해>이고, 목차가 없는 것은

<무이해>, <집고연단>, <옥감세초상해>, <유씨구고

술요도해> 등 4종이다.

남병길이 이야(李冶, 1192-1279)5)의 <측원해경>과

<집고연단>을 연구하면서 방정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정리한 책이 <무이해>이다. 그 책의 서문에서 남병

길은 직접 책의 이름을 정한 내력과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의 천원술(天元術)은 지금의 차근방법(借根方法)이

다. ... 이예(李銳)6)가 <측원해경 測圓海鏡>과 <익고연단

益古演段>을 교감하였는데 그 안(案)에 이르기를 차근방은

천원술에서 나왔으니 그 가감승제의 방법은 같다. 오직 상

소법(相消法)이 차근방의 양변과 더하고 뺌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 말은 매우 의아스럽다. ... 내가 <측원해

경>과 <익고연단>에 대해 이예와 다른 생각을 하여 <무이

해 無異解>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감히 내 생각에 자신하

4) 남병길은 <구장술해>의 서문을 유휘의 서문으로 대체하

였다.

5) 이야(李冶, 1192-1279) 중국 금말·원초의 수학자이다. 신

수학(新數學)을 터득하여 천원술(天元術)을 상설한 <측원해

경 測圓海鏡>(12권, 1248)을 저술하였고, <익고연단 益古演

段>(3권, 1259)도 펴냈다.] 이 두 저술은 한때 세상에서 잊

혀졌다가, 청조(淸朝)에 이르러 그 가치를 재평가받았다.

6) 이예(李銳, 1773-1817)는 방정식 연구로 유명한 청나라

수학자이다.

지 못하고 아는 자의 명백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이노

국, 2006에서 재인용, p.52)

<무이해>는 천원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소법과 차

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감법에 차이가 있다고 한

이예의 주장을 반박하며, 등식에 대한 남병길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일종의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러한 형식으로 인해 한국수학사상 최초의 수학논문으

로 취급하기도 한다(김용운·김용국, 2009).

<산학정의>는 이상혁(李尙爀과, 1810-?)과 공동 작

업의 결과이며 가감승제산법, 측량, 방정식에 대한 내

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상·중·하, 3편으로 구

성되어 있고, <동문산지同文算指>, <수리정온數理精

蘊>과 서양수학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수학책을 인

용하고 있다(김용운·김용국, 2009).

<유씨구고술요도해>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224개의

문제의 풀이로 구성된 <구고술요 句股術要>에 남병길

이 도해와 주해를 첨가한 책이다. 책 이름 앞에 ‘유씨’

를 붙인 경위와 도해를 첨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문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남병길, 2006a).

내 지난 번 이지수(李志叟)7)군을 만났을 때, 어느 집에

<구고술요>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 얻

어 보았는데, 필사본으로 책이름이 ‘유씨’였다. ... 예가 224

개인데, 아주 신비롭고 심오하지 않으나 서로 섞이어 혼란

스러웠다. 풀이를 위한 계산법은 충분하나 여러 책에서 아

직 말하지 않은 것이 매우 많다. ... 강희연대에 중국의 하

국주가 와서 빈관에 머무를 때, 학자 유수석이 그와 더불어

산학을 토론했다. 그러나 저술한 것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

다. 사람이 비록 책을 전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전해졌을 것

이다. 그래서 이에 그림과 해설로 사람들이 깨닫기 쉽게 했

다. 그것(그림과 해설)을 붙여서 인쇄하니, 비록 유씨의 뜻

을 밝히는 데는 부족하지만 함께 즐거워하고자 한다.

(pp.1-2)

남병길은 유씨가 훙정하(洪正夏, 1684-?)와 함께

1713년에 조선을 방문한 중국 수학자 하국주(何國柱)

와 수학을 논한 바 있는 유수석(劉壽錫, ?-?)이라 추측

하고, 원본에 그림과 설명을 첨가하여 유수석의 해법

이 정당함을 밝히고 있다(홍정하, 2006).

7) 이지수(李志叟)는 이상혁을 말한다. 지수(志叟)는 이상혁

의 자(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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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감세초상해>는 주세걸(朱世傑, 1260?-1320?)의

<사원옥감四元玉鑑(1303)>의 주해서로 볼 수 있다.

<사원옥감>은 다항방정식의 표기법인 천원술을 미지

수가 4개인 경우로 일반화한 사원술(四元術)을 제시한

책이다(김용운·김용국, 1996). 또한 이것은 파스칼의 삼

각형에 해당되는 가헌(賈憲 1010-1070)의 삼각형을 소

개하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남병길은 이상혁과 함께

나사림(羅士琳, 1778-1835)의 <사원옥감세초四元玉鑑

細艸(1835)>를 토대로 <사원옥감>을 연구한 결과가

남병길의 <옥감세초상해>와 이상혁의 <사원옥감>이

다(홍성사·홍영희, 2007a).

천원술이 사용되기 이전인 <집고산경>의 내용을

<익고연단>에서 사용한 천원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남병길의 <집고연단>인데, 그 저술 배경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구수를 연구한 지가 지금까지 십년이다. 근래에

<益古演段>을 읽어보니 그 책 끝에 元和 李銳의 跋文에

‘唐나라 王孝通의 <輯古算經>은 세칭 난해한 책’이라 하고

李銳가 손수 그 아래 열아홉 조목을 두었는데 그것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 ... 李君 志叟가 <借根方蒙求>가 있다

고 하니 대개 借根方은 立天元一의 법인지라 내가 이에 借

根方法으로 李氏의 책을 탐구해보니 계산하는 방법 중 句

股에 관한 세 가지 조목만 빠져 있다. 때문에 志叟에게 원

본을 의지하여 자수字數를 보충하고 보충한 것에 약간을

보태 각각 원본과 세목을 나눠 仰觀臺, 龍尾齊 등의 여러

편으로 하고 각각의 편에 부합하게 만들었다. 보는 이마다

편리하다고 하니 <輯古演段>이라 이름하였다. (이노국,

2006에서 재인용, p.113)

이상의 내용처럼 <집고연단>은 이상혁의 <차근방

몽구借根方蒙求(1854)>를 참고하여 이야의 <익고연

단>을 보완하고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

고산경>의 문제를 차근방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방정

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써 <집고연단>

은 <차근방몽구>와 함께 조선 후기 방정식론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혁, 2006c).

IV. 남병길의 수학관과 <구장술해>

17C부터 중국을 통해 서양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

지만, 조선 수학은 18C 중엽까지 양휘(揚輝)의 <양휘

산법揚輝算法>, 안지제(安止齊)의 <상명산법詳明算

法>, 주세걸(朱世傑)의 <산학계몽算學啓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 책은 산학과 관련된 관리

를 뽑는 취재(取才)의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중인 산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었다(홍성사·홍영희, 2007b). 실제

로 경선징(慶善徵)과 홍정하(洪正夏)는 각각 이 책들을

기초로 <묵사집산법黙思集算法>과 <구일집九一集>

을 저술하였다.

강희제(康熙帝)때 수학자 진후요(陳厚耀)의 건의로

중국수학과 서양수학을 총망라한 <수리정온數理精蘊

(1721)>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18C 중엽에 조선에

들어와 수학자들이 서양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

는 천원술과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을 계속 사용하는

조선 수학자에게 <수리정온>의 방정식론은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수리정온>의 기하학 분야는

논증 기하를 포함하고 있어, 이것 역시 조선 수학자들

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홍성사·홍영희, 2008).

<수리정온>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18C 산서는 <數

理精蘊補解(1730)>이지만, 이 책의 저자는 호만 표시

되어 있어 저자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홍영희,

2006).

19C에 들어와 <양휘산법>, <상명산법>, <산학계

몽>을 뛰어넘는 송·원대의 수학이 중국에서 재발견되

고 이것들이 조선에 들어와 중국수학에 대한 연구가

이상혁, 남병길, 남병철, 조의순(趙義純)8) 등에 의해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홍영희, 2006). 특히, 이상혁과 남병

길은 중국에서 들어 온 서양수학을 함께 연구하고 이

것들을 기존의 중국수학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이

상혁은 <수리정온>의 차근방비례(借根方比例)를 연구

하여 이들에 관한 새로운 예를 만들어 <차근방몽구>

저술하였고, 남병길은 이 책을 토대로 <집고연단>을

저술하였다. 이들의 저작을 살펴보면, 이상혁과 남병길

은 <수리정온>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8) 조의순(趙義純, ?-?)의 <산학습유 算學拾遺>의 서문을

남별길이 썼다. 조의순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남

병길이 서문에서 ‘절도조군(節度趙君)’으로 칭하는 것을 미

루어보면 조의순을 무인(武人) 출신 수학자로 볼 수 있다

(홍성사·홍영희·김창일, 2008). <산학습유>는 필사본 73쪽

으로 이루어진 수학책으로 구고술, 구면삼각법, 삼각함수,

고차방정식 풀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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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홍성사·홍영희, 2008).

남병길은 이상혁의 <산술관견算術管見(1855)>과

<익산翼算(1868)>의 서문을 쓰고, <익산>이라는 책

제목을 직접 정해주었다. 또한, 이상혁은 남병길의 <측

량도해>의 서문을 썼다. 사대부들이 중인의 저서에 서

문을 쓰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중인이 사대부인 저서

에 서문을 쓰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회적 통념에서 크

게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남병길

은 신분적 지위를 뛰어넘어 이상혁을 진정한 학문적

동료로 존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분을 뛰어넘은

학문적 교류로 인해 이상혁의 학문적 세계는 중인 산

학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었고, 남병길은 또한 형이

상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수학을 좀 더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병길은 이상혁의 <익산>과 자신의 <산학정의>의

서문에서 수(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數)는 비록 예(藝)에 속하나 그 이치가 오묘하여 선비

들이 먼저 배워야 하고 경세(經世)에 실용이 된다. 그러므로

옛 학자들은 이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쩐 일

인지 요즘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연구하지 않고 있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에 통달한 사람도 깊이 닦지 아니하고

홀로 생각하여 밝히려고 늙을 때까지 하여도 끝내 풀지 못한

다. (이상혁, 2006c, p.1)

算은 六藝의 하나로써 자리하니 배우는 자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數라는 것은 가까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살필 수 있고 멀리는 아득히 먼 곳까지 측정할 수 있으니 아

무리 미세한 차이라도 혹 차이가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을 열고, 지혜를 기르며, 만물에 닿아서는 두루 통하게 되니

천하만물과 日用의 事爲하는 사이에 둔다면 분명히 미혹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이에 의지하는 바이다. 곧 <大學>에서 말한

바 ‘格致의 極功’이라 한 것이 어찌 數에서 벗어나겠는가?

(이노국, 2006에서 재인용, p.25)

남병길은 수(數)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실학(實學)

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격물치지는 사물에 대한 과

학적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수(數)를 합리적인 학문적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수를 연구하지 않는 선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 태도는 이상혁의 <산술관견>의 서문에서 더 노

골적으로 나타난다(이상혁, 2006a).

무릇 다함이 없는 것이 수(數)이고 미묘한 것이 수(數)이다.

... 근세의 사대부들은 모두 종횡의 계산9)을 부끄러워한다. 그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p.3)

마지막 문장에서 고대 성인(聖人)도 강조한 수학을 사

대부들이 꺼리는 이유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 공부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이 시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학문의 방법으

로 견지하고 실용지학(實用之學)을 강조하는 사대부들

이 많이 있었지만,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실학파가

아니었던 남병철·남병길 형제를 능가하는 학자가 없었

던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학문적 동반자였던 이상혁은 <측량도해>의 서문에

서 남병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남병길,

2006b).

... 육일재 남학사는 살핌이 절도 있고 바다를 번성하게

하며 정사를 맑게 하고 백성을 순화했다. 공은 많은 여가를

내어 두 편의 도해를 취하여 그것을 해석하였는데, 있는 것

을 다듬고 심오한 것은 남겨 두었다. 또 진구소의 <수서구

장> 측망류에 바르지 못하게 서술된 문제를 찾아볼 수 있

고, 설정한 방법이 이미 오류가 많으며 또한 간편함을 버

리고 번거로운 방식을 취한 것도 있다. 그래서 마침내 조목

을 살피고 하나씩 예와 도해를 바로잡아 그것을 책의 끝에

붙이고 <측량도해>라고 이름을 붙였다. 계승함을 잊지 않

고 흠모하고 오직 순서를 부지런히 받아들였으니, 이에 분

수에 넘치는 것은 하지 않고 외람되게 본말을 뒤섞지 않는

다. 이와 같이 하면 옛 산법의 뛰어난 학문이 오래갈 것이

다. ... 공은 학식이 넓고 품위 있으며 두루 통달했고 미묘

한 것을 탐구하며 심오한 것을 끌어올림은 일반적인 군자

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원래의 책과 견줄만한 뿐만

아니라 청출어람이다. (pp.2-3)

이상혁의 서문에는 <측량도해>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남병길

의 다른 저서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남병길은 보통 기

존의 책을 다른 고전과 비교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

고, 새로운 수학적 이론을 적용하고, 그림을 붙여 좀

9) 종횡의 계산은 가로와 세로로 놓는 계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곧 산대를 이용한 계산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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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도해를 통한

간결한 설명이 남병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 이상혁이 옛 산법의 보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서양의 삼각법이 조선에 들어와 기존

의 구고술과 중차법이 소멸되는 경향을 염려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장혜원, 2010). 남병길은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새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송·원대의 수학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구 수학의 방식을 반영한 세련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근대적 수학으로 나아가려고 노

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병길은 <집고연단>의 서문에서 자신이 <구장산

술>을 오랫동안 연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이노국,

2006). 아마도 그는 <구장산술>이 수학을 공부하는 기

본서로 생각하여 이것으로 수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남병길의 초기 저작인 <구장술해>는 조선에서 유일

하게 <구장산술>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연구한 <구

장산술>의 주해서라 할 수 있다. <구장술해>는 남병

길의 서문 없이 유휘의 서문으로 시작한 다음 구장산

술의 목록을 제시학고 있다. 목록에는 각 장의 제목과

각 장마다 몇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하 두 편으로 나눠 상편에서는 ‘방전’장부터

‘상공’장까지 다루고, 하편에서는 ‘균수’장부터 ‘구고’장

까지 다루고 있다. 맨 마지막에 남병길의 간략한 발문

(跋文)이 첨가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용어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주로 풀이 방법 뒤에 그 방법

을 설명하는 주를 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장인

‘방전’장에서 5번째 와 6번째 문제는 분수의 약분에 관

한 문제이고 풀잇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문1-5]10) 지금 18분의 12가 있다. 그것을 약분하면 얼마

인가? 답: 3분의 2

문1-6]11) 또한 91분의 49가 있다. 그것을 약분하면 얼마

인가? 답: 13분의 7

풀이]12) 약분술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반으로 나

10) 今有十八分之十二. 問約之得幾何

答曰 三分之二

11) 今有九十一分之四十九. 問約之得幾何

答曰 十三分之七

12) 約分術曰, 可半者半之, 不可半者, 副置分母子之數,

以少減多, 更相減損, 求其等也. 以等數約之

눈다. 반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분자, 분모의 수를 놓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다시 서로 빼주는 것을 되풀이

하여 그것들이 같아지는 것을 구하여 같은 수로 그것들을

나눈다.

남병길은 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위의 약분술에서 약분 다음에 약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13)를 달고 있다. 내용은 유희의 주와 비슷하지

만, 예를 사용하여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약분은 모든 분모를 살피어 약하는 것으로

2/4는 4/8와 같고, 이것들을 약하면 모두 1/2과 같아진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은 아래와 같은

유클리드 호제법과 유사한 약분술의 과정을 좀 더 상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9, 91)→(49, 72)→(7, 42)→(7, 35)→(7, 28)

→(7, 28)→(7, 21)→(7, 14)→(7, 7)

49 = 7×7, 91 = 7×13 ⇒ 7 : 等數




÷

÷




남병길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것인데, <구장술해>는 초기작이라 그런지 ‘구고’장을

제외하면 도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방전’

장 말미에 그림과 함께 ‘圓面積圖說’을 붙여 원의 넓이

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남병길의 ‘원면적도설’

이것은 ‘방전’장의 31번째 문제의 풀이 과정에 대한

주해를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의 넓이

13)約分者使諸分省約也 設四分之二者繁則爲八分之四 約則爲

二分之一雖異而數則同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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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레의 절반과 지름의 절반을 곱하면 된다는 과정

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양이나 동양

모두 두 수의 곱은 직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는 경우

가 많다. 이 그림에서도 직사각형의 세로를 지름의 절

반, 즉 반지름으로 놓은 다음 가로를 원주율의 절반으

로 놓고, 이것들의 곱으로 원의 넓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각형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같은 정도로

잘라서 나온 삼각형의 모양들을 엇갈려 직사각형이 되

도록 재배열한 것이다. 이 선분들을 천만번정도만큼

잘게 자른다면 오차가 거의 없어져서, 결국 가로의 길

이는 원의 둘레의 절반의 길이와 같아질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원의 넓이가 되므로 원의 넓이 공식으로 (둘레/2)×(지

름/2)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것은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원의 넓이를 지도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남병길은 유희의 주를 토대로

19세기 수학내용을 반영하고 적절한 도해를 첨가하여

<구장산술>에 대한 자신만의 주해를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Ⅴ. <구장산술>과 <구장술해>의 교육

적 활용

1. 초등교사교육에서 활용 방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초등수학교사를 위한 직전교육 교

육과정에 수학사가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

적으로 수학사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학 관련 강좌에서 종종 수학사를 부분적으로

다루는데, 이도 서양 수학사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양 수학사에 대한 교사교육 자료나 교

재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예비교

사와 교사들은 우리나라 수학사를 포함한 동양 수학

사14)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수학이 역사적으로 서

양만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이기도 하다라는 인

식이 수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가치 형성에 기여한

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양 수학사 자료 개

14) 이 글에서 동양 수학사는 중국 수학사와 우리나라 수학

사를 지칭한다.

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초등교사를 위한 동양 수학사 자료개발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기

술에 대한 자료이고, 둘째는 문제해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구장산술>이 한글로 번역된 이후 중국 수학서와

조선 수학서의 번역 작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들을 기초로 한 여러 연구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중국 수학사와 우리나라 수학

사를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자료는 아니지

만, 초등교사교육 교재에 정리하여 포함시키기에 부족

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를 토대로 동양 수학

사를 정리하여 기존의 서양 수학사 내용에 첨가한다면,

예비초등수학교사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수학사의 흐름

과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간단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역사적 기술에 대한 자료 개발은 상대

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문제해결 활동과 관련된 자료 개발은 쉽지

않다. 이것 역시 독자적인 강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강좌에서 부분적으로 강좌 목적과 연계하여 다

룰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학의 원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다.

초등교사교육에 적용하기 제일 좋은 원전은 중국

수학사와 우리나라 수학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한 <구장산술>이다. <구장산술>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제 몇 가지를 채택하여 기존 강좌

시간에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구장산술>을

활용한 예비초등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활동적 참여

강의식 수업보다는 워크숍 형태에 준하는 자료를

개발하여 예비교사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이끌

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원전 자료를 예비교사

들이 직접 읽고 이해를 위해 동료들과 토론하고 스스

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활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예비교사들이 수학을 직접 해

보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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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는 <구장산술>의 일곱 번째 ‘영부족’장의

첫 번째 문제와 그 풀이 방법입니다.

문7-1]15) 여럿이 함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각각

8전식 내면 3전이 남고 7전식 내면 4전이 모자란다.

사람 수와 물건 값은 각각 얼마인가? 답: 7인, 물건

값 53전

풀이]16) 각각 내는 비율을 놓고, 남는 것과 모자라는 것

<표 1> ‘영부족술’에 대한 활동지

을 그 아래 둔 다음 그것들을 교차시켜 곱하고 더해

서 피제수로 삼고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더하여 제

수로 삼아 나눈다. 피제수를 물건 값으로 하고, 제수

를 사람 수로 한다.

다른 방법은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더하여 피제수로

하고, 내는 비율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을 뺀 나머지

는 제수로 삼아 나눠 사람 수를 구한다. 이 사람 수

를 내는 비율에 곱하여 남는 것을 빼고 모자라는 것

을 채우면 물건의 값이 된다.

1) 위의 문제를 푸시오.

2) 제시된 풀이 방법을 설명해보시오.

3) 자신의 풀이 방법과 제시된 풀이 방법 2가지를 비교

해보시오.

4) 제시된 풀이 방법 2가지를 일반화하시오.

5)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제시된 풀이 방법으로 설명하

시오.

6) 이 방법은 어떤 방정식에 적합합니까?

7) 이 방법이 왜 고안되었다고 생각합니까?

2)교육과정의 적합성

나중에 가르치게 될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주제를

채택하단다면 예비교사들을 좀 더 동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 자신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미

래의 실제 수업에서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자신

의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경험하게 되

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동료들과 함

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문제해결 전략 비교

원전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자신

의 전략과 예전의 전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과정

을 통해 현대적 대수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이점을 분

명히 파악할 수 있고, 예전의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

는 수학적 배경에 대해 유추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

게 해주고 결국, 자신들이 탐구하는 수학적 아이디어

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부족술’에 관한 활동

지를 <표1>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지는

<구장산술>의 풀잇법만 소개하고 있지만, <구장술해>

에 나오는 남병길의 주를 첨가할 수 있다면 문제해결

전략 비교에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장산술>부터 <구장술해>까지 수학적

개념 들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에 주목할 수 있고, 남

병길의 주해에 대한 교수학적 의의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 수학사는 아직은 생소한 분

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선수 학습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전교육뿐만 아니라 현직교육

에도 적용가능하다. 좀 더 장기적인 교사연수에 원전

활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면 단계적인 프로그램

을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중국 수학사와 우리나라 수

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주제별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교사들은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동양 수학사의 주요 개념과 그 개념을 다

루는 고유한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수학교실에서 활용 방안

<구장산술>의 내용을 현행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문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5, 6학년에 해당된다. <구장산술>의 각 장별 적용 가

능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단원은 <표 2>와 같다.

15) 今有共賈物 人出八盈三 人出七不足四. 問人數物價各 幾

何. 答曰 七人 物價五十三.

16) 盈不足術曰 置所出率 盈不足各居其下 令維乘所出率 幷

以爲實 幷盈 不足爲法 實如法而一 有分者通之 盈不足相如

同其賈物者 置所出率 以少減多餘 以約法實 實爲物價 法爲

人數. 其一術曰 幷盈不足爲實 以所出率以少減多 餘爲法 實

如法得一 以所出率乘之 減盈 增不足 卽物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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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해당 단원

1장: 방전

4-2 (분수의 덧셈과 뺄셈)

5-1 (약분과 통분, 평면도형의 넓이,

분수의 곱셈)

5-2 (분수의 나눗셈)

6-1 (원주율과 원의 넓이)

2장: 속미 6-1 (비례식)

3장: 쇠분 6-1 (비례식, 연비와 비례배분)

4장: 소광 6-1 (분수의 나눗셈)

5장: 상공
6-2 (겉넓이와 부피,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6장: 균수
6-1 (비례식, 연비와 비례배분)

6-2 (일차 방정식)

7장: 영부족
6-2 (일차 방정식,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찾기)

8장: 방정 해당 없음

9장: 구고 해당 없음

<표 2> <구장산술>의 적용 가능한 학년과 단원명

초등수학교실에 <구장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교

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초등학생들에게 동양 수학사에 대한 역사적 개괄을 가

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 본 문제해

결 활동과 관련된 적용은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 본

문제해결 활동 관련 자료 개발 시 고려한 세 가지 사

항 중 학생들에게는 ‘활동적 참여’와 ‘문제해결 전략 비

교’가 좀 더 강조될 것이다. 또한 고대 수학 문제를 학

생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로 인해 예전 사람들도 지금

과 유사한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써 수학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활동을 통한 정의적 효과는 교사들보다는 학

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원의 넓이’에 <구장산술>의

문제를 적용해 보자. 다음은 ‘방전’장의 31번째 문제와

그 풀이다.

문1-31]17) 원전이 있는데, 둘레가 30보, 지름이 10보 이다.

17) 今有圓田 周三十步 經十步 問爲田幾何

答曰 七十五步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답: 75보18)

풀이]19) 둘레의 반과 지름의 반을 서로 곱하면 넓이를 얻는

다.

또한 둘레와 지름을 서로 곱하고 4로 나눈다.

또한 지름을 제곱하고 3을 곱하고 4로 나눈다.

또한 둘레를 제곱하고 12로 나눈다.

위의 문제를 먼저 학생에게 직접 풀어보게 한 다음

제시된 풀이 방법을 학생 나름대로 표현하게 해보고

그것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원주율이 3

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동일한 아이

디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다음, 그 방법과 자신의 방법

을 비교해 보고 왜 이런 풀이 방법이 가능한 지에 대

해 설명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원에

대해 학습한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한 수학적 추론 활

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추론 과정과 자신의

추론 과정을 비교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개인 활동보다는 모둠 활동이 좀 더 적

절하다.

처음에 문제를 제시할 때, 단위는 현재 사용하는 단

위를 제시해도 무방하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전통 단

위를 그대로 제시하려면 그 단위에 대해 교사가 별도

로 설명해야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은 단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전통 단위와 현재 사

용하는 표준적인 단위의 비교활동 속에서 현재 단위의

효율성과 편이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간 소요가 많

아져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

로 교사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원의 넓이에 대한 4가지 풀이 방법

을 각각 식으로 표현하고 오늘날 사용하는 기호, 즉

원주율 π, 반지름 r, 둘레 2πr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① 
둘레

×

지름



×


 

18) <구장산술>에서는 길이의 단위와 넓이의 단위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

19) 術曰 半周半徑相乘得積步.

又術曰 周徑相乘 四而一.

又術曰 徑自相乘 三之四而一.

又術曰 周自相乘 十二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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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레×지름



×
 

③
지름×



 ×
    

④ 
둘레




    

풀이②의 경우 남병길은 풀이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풀이②는 둘레와 지름을 곱해

4로 나눈 것인데, 여기서 둘레는 둘레/2의 2배이고 지

름은 지름/2의 2배이므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풀이①을 이용하면 둘레×지름을 4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추론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게도 그리 어렵지 않은 추론 과정일 것이다. 교사가

모둠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것과 관련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학생들에게 나올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원의 넓이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Ⅵ. 나오는 말

동아시아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장산술>과 남

병길의 <구장술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구

장산술>의 246 문항 중 200여 문항은 거의 비례문제

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아

이디어는 비례 개념이다(홍성사·홍영희, 1998). 이렇듯

<구장산술>이 문제해결에서 비례라는 아이디어를 주

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초등수학에서 응용할 여지는 많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교육이다.

예비초등교사와 현직교사에게 <구장산술>이나 <구장

술해> 중 초등수학교육과정에 적합한 내용을 주제별

로 발췌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표준적 알고리즘과 이전에 사용하던 알고리즘을 비교

하고, 이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교사

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비·현직교사들은 원전을 활용한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들이 탐구하는 수

학적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깊고 폭넓게 생각해 보

고 의견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초등수학교실에서도 유사하게 구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학사의 원전을 활용하는 활동

에서 스스로 옛 수학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에 사용되

는 알고리즘을 현대적 기호와 용어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고, 그러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추론

해 보고, 그 추론 과정 속에서 여러 영역의 아이디어

를 연결해 보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속에

서 학생들은 NCTM(2000)에서 강조하는 5가지 과정

규준, 즉 문제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

현 규준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 수학사 활용의 정의적 효과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유휘, 장형(張衡,

78-139), 조충지(祖沖之, 429-500) 등과 같은 중국 수

학자의 기념우표를 발행하며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

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자국 수학사에 대한 자부심

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롤모델로 중국 수학자를 꼽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학생들이 우리

나라 수학자 이름 하나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우리

의 수학사를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학사

는 중국 수학사와 분리할 수 없기에 두 나라의 수학사

를 연계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업적이 무엇인지 파

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 학생들이 수학이 더 이상 서양만의 수학이 아니라

우리의 수학이고, 더 나아가 인류문명 공동의 문화적·

학문적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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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has dominated the history of Chinese mathematics. 
It contains 246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which fall into nine categories that are firmly based 
on practical needs. But it has been greatly by improved by the commentary given Liu Hui and 
it was transformed from arithmetic text to mathematics. The improved book served as important 
textbook in China but also the East Asian countries for the past 2000 years. Also It is 
comparable in significance to Euclid's Elements in the West.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Chosun mathematicians Nam Byung Gil(南秉吉) and Lee Sang 
Hyuk(李尙爀) studied mathematical structures developed in Song(宋) and Yuan(元) eras on top 
of their early on 'The nine chapters' and  'ShuLiJingYun(數理精蘊)'. Their studies gave rise to a 
momentum for a prominent development of Choson mathematics in the century. Nam Byung Gil 
is also commentator on 'The Nine Chapters'. His commentary is 'GuJangSulHae(九章術解)'. This 
book provides figures and explanations of how the algorithms work. These are very helpful for 
prospective elementary teachers. We try to plan programs of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Nine Chapters' and 'GuJangSul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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