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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현재까지 동아시아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전파

와 그 향에 중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동아시아 문화 교류

의 실제상황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新編算學啓蒙》이라는 수학 

서적을 연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실전된 중국인 수학 저작이 한국에서 간행되어 한

국 수학에 향을 미치고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과 그 향관계를 연구

함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朝鮮刊本 《신편산학계몽》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먼저 수학사의 관점에서 《산학계몽》의 가치 및 향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주로 《韓國數學史》1)와 《中國數學史》2) 등

의 저서에서 다루어졌는데, 수학사의 관점에서 《算學啓蒙》의 내용과 특색, 그리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2S1A5A2A01018671)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敎授

 1) 金容雲⋅金容局, 《韓國數學史》, 서울, 열화당, 1982, 185~192쪽.

 2) 金容雲⋅金容局, 《中國數學史》, 서울, 민음사, 1996, 236~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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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신편산학계몽》의 판본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 남

권희의 <庚午字本 《新編算學啓蒙》과 諸版本 硏究>가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선행 

연구결과이다. 이 논문은 당시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庚午字本 《신편산학계몽》

을 소개하면서 이 판본과 기타 판본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3) 셋째, 《산

학계몽》의 조선유입과 그 향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수학사》 등 한국

인 저작이외에 중국학자 馮立昇의 <《算學啟蒙》在朝鮮的流傳 影響>4)과 일본학자 

川原秀城의 <東算と天元術-一七世紀中期~一八世紀初期の朝鮮數學>(1998) 등

의 저작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넷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과 일본으로의 전파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藤塚鄰의 《淸朝文化東傳の

硏究-嘉慶⋅道光學壇と李朝の金阮 》5)에서 김정희를 통한 《신편산학계몽》의 중

국 전파에 대해 가치 있는 原始資料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대만학자 洪

萬生은 <中日韓數學文化交流的歷史問題>에서 《신편산학계몽》의 일본수학에 대한 

향문제를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6) 다섯째, 《신편산학계몽》에 대한 국역본

이 2009년에 출판되어 향후 《산학계몽》 연구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 다고 할 수 

있다.7)

상술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각 부분에서 일정한 연구의 진척을 보

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발견된다.

첫째, 문화 교류사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산학계몽》을 조선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비록 藤塚鄰과 洪萬生

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및 일본으로의 전파라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

고 있지만 논의의 깊이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으로의 전파라는 문제는 새로운 史料의 발굴을 통

 3) 南權熙, <庚午字本 《新編算學啓蒙》과 諸版本 硏究>, 《書誌學硏究》第16輯, 1998년, 

335-360쪽.

 4) 馮立昇, <《算學啓蒙》在朝鮮的流入 影響>, 《文獻》2005年4月第2期, 57-64면.

 5) 藤塚鄰, 《淸朝文化東傳の硏究-嘉慶⋅道光學壇と李朝の金阮 》, 圖書刊行 , 1974, 

111, 400-401쪽. 

 6) 洪萬生, <中日韓數學文化交流的歷史問題>, 《科技, 醫療 社 學術硏討 論文集》, 

國立科學工藝博物館, 2002, 61-69쪽.

 7) 주세걸 지음, 허민 옮김, 《算學啓蒙》, 서울, 소명출판사, 2009.2. 



朝鮮刊本 《新編算學啓蒙》의 中國 傳播와 影響  3

해 진일보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

국 전파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藤塚鄰의 《淸朝文化東傳の硏究-嘉慶⋅道光學壇

と李朝の金阮 》의 연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藤塚鄰이 비록 김정희와 청

조 학인과의 교류를 통한 《신편산학계몽》의 중국전파 문제를 설명하 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위에 언급

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으로 전파된 후에 중국 수학계 

심지어 중국 학술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전파와 간행 및 그 

향문제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소략함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상술한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에 착안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통해 中國으

로 전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에

서는 먼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 및 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선 金正喜의 《阮 全集》8)과 청조 阮元의 《揅經室集》9), 劉文淇의 《劉文淇

集》10), 汪喜孫의 《汪喜孫著作集》11), 張穆의 《㐆斋詩集》12) 등을 상세히 검토하

고자 한다. 요컨대 위에서 언급한 문인학자들의 저작에서 청조학인과 김정희의 교

유관계 자료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유입과 간행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

하고자 한다. 둘째, 道光以後 중국에서 간행, 출판된 中國刊本 《신편산학계몽》과 

朝鮮刊本과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판본 원류의 관점에서 道光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중국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체례나 내용적으로 조선간본과 

차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에 전파된 이후에 중국학자들의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편산학계

몽》이 중국에 전파된 이후에 중국학자들은 이 수학서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8) 金正喜，《阮 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第283–284冊，景仁文化社刊行，
1999.

 9) 阮元, 《揅經室集》, 北京, 中華書局, 1993.

10) 劉文淇, 《劉文淇集》, 臺北 , 中央硏究院 中國文哲硏究所, 2001.

11) 汪喜孫原作, 《汪喜孫著作集》, 臺北, 中央硏究院中國文哲硏究所, 2003.

12) 張穆, 《㐆齋詩集》, 《續修四庫全書⋅別集》153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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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 이 서적이 당시 중국 학술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문은 《신편산학계몽》과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동시에 근대이전 한국에서 간행된 서적이 중국으로 전파되어 당시의 

중국 학계에 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中國 傳播 과정

(元)朱世傑의 《산학계몽》은 일찍이 고려시대에 한국에 전파되어 조선시대에 여

러 번 간행되었으며13), 조선 수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향을 끼쳤다.14) 심지어 세

종대왕은 당시 부제학이었던 鄭麟趾(1396-1478)로부터 이 서적의 내용을 직접 배

13) 《算學啓蒙》의 한국 전래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 세종시기

에 이미 이 책이 조선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고려시대에 이미 전해졌다고 하

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어 김용운, 김용국은 《한국수학사》에서 《算

學啓蒙》의 한국 전파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경로를 지나 이 수학책이 한반도에 소개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 이미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면, 이 책이 

고려시대에 전해진 것은 확실한 듯하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이 대덕3년(고려 충렬왕 25

년, 1229)의 일이었고, 이보다 3〜4년 후에 최성지(崔誠之)가 왕의 명령에 따라 중국

에서 수시력 연구를 마친 후 역서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

럼 수시력을 계산하려면 고차 방정식을 다루어야 하고 천원술은 그 열쇠가 된다. 최성

지의 귀국 선물에는 이 책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림

잡아 늦어도 세종 재위 중에는 천원술의 방법을 충분히 터득하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고려 천문학자들의 무능을 통렬하게 힐난하고 책망한 정인지의 

호언은 무의미한 것이 되니 말이다.｣라고 주장한다. 파주시, 살림출판사, 2009, 

315-316쪽.

14) 《經國大典》의 기록에 의하면 《算學啓蒙》은 《詳明算法》과 《楊輝算法》과 더불어 조선 

산학의 채용 고시(取材)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김용운, 김용국은 《한국수학사》

에서 《算學啓蒙》이 조선 수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하급 관리의 실용 수학으로는 《상명

산법》, 《양휘산법》, 《산학계몽》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으나 《수시력》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에 익숙해지려면 天元術이 꼭 필요했다. 정인지가 고려의 역산가는 개평

(開平)의 방법조차 알지 못해서 수시력을 소화할 수 없다고 혹평하 는데, 그것은 천원

술을 알고 있는 조선 산학자의 자부심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37쪽)라고 《算學啓蒙》에 기록되어 있는 천원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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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도 하 다.15) 동시에 이 수학 서적은 일본으로도 전파되어 일본수학의 발전에

도 일정한 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는 오백여년동안 실전되어 중국 수

학자들은 그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 조선에서 간행된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에 전해지면서야 비

로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는 조선의 저명 학자인 金正喜(1786-1856)가 청조 학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희는 純祖9년(1809)에 부친인 金

魯敬(1766-1840)을 따라 중국에 다녀온 뒤로 지속적으로 청조의 적지 않은 문인

학자들과 교류를 하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정희는 당시 청조의 碩學인 阮元

(1764-1849)과도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김정희와 완원의 교류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라는 문화교류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淸代 中期까지 《산학계몽》은 中國에서 失傳된지 근 오

백여년이나 된 까닭으로 비록 서적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적지 않은 청조의 학자들도 

《산학계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완원도 그 가운데 하나 다. 완원은 

특히 자신이 작성한 《四庫未收書提要⋅四元玉鑑三卷提要》에서 ｢오늘날 《算學啓

蒙》은 다시 볼 수 없다(今《啓蒙》一書, 不可復見矣)｣16)라고 아쉬움을 토로하 다. 

김정희는 이와 같은 완원의 아쉬움을 알고는 당시 조선에서는 구하기 어렵지 않던 

조선간본 《산하계몽》을 구하여 중국의 友人에게 전달한다. 그 내용은 미국 국회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影寫朝鮮刻本 《산학계몽》에 기술되어 있다. 김정희는 글에

서

이 책은 東國에서는 算科의 시험용 서적으로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亡逸되어, 

阮元公이 보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겨서, 《四元玉鑒提要》(인용자주: 《四庫未收書

提要⋅四元玉鑒》)에서 누차 그 뜻을 표시하니 지금 군청 선생에게 전한다. 海東

金正喜秋史識(此書在東國爲算科試士 也, 中國佚之已久, 芸臺夫子尙未見爲憾, 

於《四元玉鑒提要》屢致意焉, 今以轉呈君靑先生.海東金正喜秋史識).17)

15) 《朝鮮王朝實 ⋅世宗實 》, 世宗12年10月23日.

16) （清）阮元，《揅經室集⋅外集》，北京, 中華書局, 1993, 卷四，1270쪽.

17)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算學啓蒙三卷》, 臺北, 明文書局, 1984,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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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희는 완원이 《산학계몽》을 볼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君靑선생이라 불리는 知人에게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보낸다.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군청선생이란 徐鈞卿

(1800-1860)을 가리킨다. 후에 완원은 <重刊算學啓蒙序>에서 그의 문인인 羅士

琳(1789-1853)이 友人을 통해 北京琉璃廠에서 얻은 ｢朝鮮重刊本｣을 底本으로 

하여 道光十九年（1839)에 중국간본 《산학계몽》을 重刊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한

다.18) 羅士琳도 <算學啟蒙後記>에서 《산학계몽》이 중국에서는 ｢다시 얻을 수 없

었다(不可復得)｣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산학계몽》이 오백여년 만에 중국에 回

流한 사실을 언급한다.19)

문제가 되는 것은 羅士琳이 도광19년에 朝鮮에서 重刊한 元大德己亥刊本을 底

本으로 《산학계몽》을 중간했음을 설명하는 완원의 서문에서 김정희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王重民은 김정희가 조선간본 《신편산

학계몽》을 완원과 友人에게 증정한 시기는 道光19年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즉 王重民은 ｢이 서적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실전되었다. 道光19년에 羅士琳이 朝

鮮覆元本을 얻어 판각하여 《觀我生室彙稿》안에 수록하 다. 이 책은 조선인 김정

희가 조선본을 影寫하여 君靑에게 선물한 것인데, 君靑은 徐有壬의 字이다. 나사

림이 간행한 판본에는 완원의 序가 있지만 이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김정희가 

이 책을 선물한 것은 도광19년 이후임에 틀림없다(按是書中土久佚, 道光十九年羅

18) <重刊算學啓蒙序>: ｢近年羅君又從都中人於琉璃廠書肆中得朝鮮重刊本計三卷, 因思

《論語皇侃疏》 《七經孟子攷文》傳自日本, 皆收 入《四庫全書》, 中國刊行已久, 今得此

書亦可依例刊行.｣ 《續修四庫全書⋅子部⋅天文算法類》1043, 上海：上海古籍出版

社，1995年，151쪽. ｢道光19年重刊本｣은 현재 北京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左右雙欄，版匡高19.7毫米，寬27.6毫米. 半葉10行，行19字. 

版心上下에 黑魚尾가 있고, 판심의 중간에 書名, 卷次（上、中、下）와 葉次가 표시

되어 있다. 책 머리에 朝鮮金始振의 ｢重刊算學啟蒙序｣가 있고 그 다음에 道光十九年

己亥揚州에서 쓴 阮元의 <序>가 있다. 다음으로 元大德己亥七月既望淮揚學算趙城元

鎮의 <算學啟蒙序>이 있고 다음으로 <新編算學啟蒙總括>, <算學啟蒙識誤>, <算學啟

蒙後記>가 있다. 본문 앞에 <新編算學啟蒙目 >이 있으며 책 끝에는 《楊輝算法》의 일

부인 <望海島術>이 부가되어 있다.

19) （清）羅士琳<算學啟蒙後記>: ｢不知何時流入彼中，足見遠人嚮學，知重是書，重為

刊梓. 歷五百餘歲，而得以復歸故土. 豈非朱氏 吾鄕有緣, 抑斯文未墜, 冥冥中有嘿

爲呵護 邪.｣ 《新編算學啟蒙》，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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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琳得朝鮮覆元本, 始刻入《觀我生室彙稿》內. 此本朝鮮人金正喜影寫朝鮮本以贈

君靑 , 君靑, 徐有壬之字. 羅本有阮元序, 未道及此事, 則正喜贈此書, 應道光十

九年以後也)｣20)라고 주장한다. 즉 王重民은 羅士琳이 도광19년에 간행한 중국간

본 《산학계몽》의 저본이 김정희가 友人인 徐鈞卿에게 보낸 조선간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견해는 만일 김정희가 도광19년 이전에 《산학계몽》을 증정하 다면 

완원이 道光十九年刊本 《산학계몽》의 서문에서 반드시 김정희가 조선간본 《신편산

학계몽》을 보낸 준 일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견해는 언

뜻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희가 《신편산학계몽》을 중국

의 지인에게 증정한 시기를 정확히 고증할 필요가 있다. 藤塚麟은 이 문제에 대해

서 ｢완당은 북경에서 芸臺로부터 이 말(인용자 주: ｢《算學啓蒙》을 현재는 볼 수 

없다｣라는 완원의 말)을 듣고 朝鮮에서는 일찍이 翻刻되어 쉽게 입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귀국 후 翻刻本을 보내 운대를 기쁘게 하 다.……阮 은 또 이것을 교분이 

있는 汪孟慈라든가 徐鈞卿(名은 有壬. 字는 君靑, 浙江烏程人)에게도 보냈다.｣21)

라고 주장한다. 등총린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희는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완원

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汪孟慈(1786-1847, 이름은 喜孫)과 徐鈞卿 등의 지인

에게도 동시에 증정하 다는 것이다.

문제는 등총린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청대의 저명학자인 張穆(1805-1849)의 

詩集에서 등총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즉 張穆은 김정

희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1845년 그는 김정희를 위해 쓴 題畵詩 <爲

朝鮮貢使李藕船(尙迪), 題其師秋史(正喜)所畵歲寒圖, 卽奉簡秋史, 秋史慕中朝

徵相公之學, 故別署阮 云.(乙巳正月二十五日)>에서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

의 중국 전파 및 간행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한다.

첫째, 장목은 김정희가 道光18년(戊戌, 1838)에 연행사신으로 북경에 갔을 때 

徐鈞卿에게 조선간본 《新編算學啓蒙》을 증정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 내

20)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算學啓蒙三卷》, 臺北, 明文書局, 1984, 280쪽.

21) 藤塚鄰 著, 朴熙永 譯《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1998, 4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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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아래와 같다.

朱氏의 《算學啓蒙》은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전되었다. 완당이 조선에서 

그 서적을 구해 무술년 봄에 북경에 오면서 서균경 관찰에게 선물로 주었다(朱氏

《算學啓蒙》, 中國久軼. 阮 於其國得之, 戊戌春來京, 以贈徐鈞卿觀察).

戊戌년은 도광18년(1838)을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도광18년(1838년)에 김정희

는 두 번째로 북경에 연행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조선에서 구한 《산학계몽》을 

지인인 徐鈞卿에게 증정하 던 것이다.

둘째, 장목은 완원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얻고는 羅士琳에게 명하여 간행

한 사실과 그 원본이 완원의 장서루인 文選樓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 徵 

완원공은 朱氏의 《算學啓蒙》을 얻어 나사림에게 교감과 판각을 명하 는데, 그 원

본은 문선루에 소장되어 있었다( 徵相公得朱氏書, 屬羅君次求校筭付梓, 原本貯

文選樓).｣22)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선루 소장본은 김정희가 완원에게 증정한 것임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먼저 ｢김정희가 이 책을 선물한 것은 도광19년 이후임에 틀

림없다｣라는 王重民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광19년에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에서 간행되었을 때 羅士琳은 朝鮮에서 重刊한 元大德己亥

刊本을 北京의 우인을 통해 얻었다고 말하는 반면23), 장목은 완원이 소장하고 있

던 《新編算學啓蒙》을 나사림에게 주어 교감과 판각을 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을까? 양자의 기록은 모두 사실에 

22) 張穆, <爲朝鮮貢使李藕船(尙迪), 題其師秋史(正喜)所畵歲寒圖, 卽奉簡秋史, 秋史慕

中朝 徵相公之學, 故別署阮 云.(乙巳正月二十五日)>, 《㐆齋詩集》, 《續修四庫全書⋅
集部⋅別集類》一五三二冊, 375-376쪽.

23) （清）羅士琳<算學啟蒙後記> : ｢近聞朝鮮以是書爲算科試士. 因郵浼都中士訪獲是

書, 爲朝鮮重刊本.｣ 《新編算學啟蒙》，161면. 다만 이런 까닭으로 청대 후기의 논자들

은 《新編算學啓蒙》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사림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다

만 나사림이 조선간본을 얻어 간행했다는 포괄적인 설을 주장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續修四庫全書總目(稿本)》의 경우이다. ｢算學啓蒙三卷. 光緖吳氏醉六 刊本｣, 《續修

四庫全書總目(稿本)》31冊, 6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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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장목의 기술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나사림에게 전

해져 교감되고 판각되었다는 결과를 중시한 기술인 반면 나사림의 기술은 판각의 

주도자로서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

림이 왕희손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서신에는 장목의 시

에서 언급되지 않은 《산학계몽》의 판각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된다. 

나사림은 왕희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산학계몽》의 중국에서의 간행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때에 友人이 朱氏의 《(算學)啓蒙》을 《(四元)玉鑑》 후에 덧붙여 간행하여 朱氏 

일가의 학문을 이루려고 함에, 相國어른께 이 책을 빌려 간행하려 하 다. 상국어

른이 상자를 두루 찾아봤으나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士琳에게 명

하여 孟慈 執事에게 편지를 보내 대신 찾아보라고 하셨다. 이 명을 받들어 행하여 

바로 조선판 《算學啓蒙》을 劉孟瞻에게 보내고 士琳으로 하여금 우인에게 전하게 

하여 간행하여 내니 絶學을 창도하여 밝히는 공적은 執事에게서 나온 것이다(

有友人, 欲以朱氏《啓蒙》, 坿刊於《玉鑑》之後, 俾成朱氏一家之學, 贈向相國借此

書, 以便付梓, 相國徧檢行篋, 不知遺失何所, 囑士琳致書執事, 代爲搜訪, 爲此

奉懇, 卽 朝鮮版《算學啓蒙》, 寄孟瞻明經處, 俾士琳轉付友人, 卽爲刊 , 則

倡明絶學之功, 洵出自執事也云云).24)

이 서신의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나사림의 

우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학계몽》을 相國어른 즉 완원에게 빌려서 간행

하려고 했다는 말에서 당시에 완원이 이미 《산학계몽》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완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산학계몽》이 김정희가 증

정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한 일이다. 

둘째, 문제는 완원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간본 《산학계몽》의 소재를 파악

하지 못하여 羅士琳에게 왕맹자에게 통보하여 찾게 하 다는 것이고, 그 결과 왕맹

자는 조선간본 《산학계몽》을 찾아내어 劉孟瞻(1789-1854, 이름은 文淇)에게 전달

하 고, 결국에는 羅士琳이 조선간본 《산학계몽》을 우인에게 전달하여 간행하게 되

24) 藤塚鄰, 《淸朝文化東傳の硏究 - 嘉慶⋅道光學壇と李朝の金阮 》, 圖書刊行 , 1974,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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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완원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김정희가 증정한 《산학계몽》을 찾지 

못하자 汪孟慈에게 조선간본 《산학계몽》을 찾게 하 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汪孟慈 역시 조선간본 《산학계몽》을 소장하고 

있었거나 혹은 조선간본 《산학계몽》이 어느 곳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완원과 나사림이 언급한 조선간본 《신편

산학계몽》을 제공한 友人은 汪孟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나사림이 쓴 <산학계몽후기>에서도 발견된다. 나사림은 <산학계

몽후기>에서 陳樸生(輅)과 畢蘊齊(光琦) 등이 중국간본 《신편산학계몽》의 교감작

업에 참여했음을 언급하면서

이 책이 얻어져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감천의 왕맹자가 

그 시작을 제창한 것이니 (그들)모두가 주세걸의 학문 전파에 공이 있는 것이다

(此書之得, 以復歸吾郡 , 爲甘泉汪孟慈(喜孫)倡其始, 皆有功於朱氏 焉.)25)

라고 《산학계몽》의 중국 간행에 있어 왕맹자가 그 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의 내용으로 볼 때 김정희가 조선간본 《산학계몽》을 완원, 왕맹자, 유맹첨 등에게 

보내주었다는 등총린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사림

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저본으로 하여 중간함에 있어 왕맹자와 유맹첨 등의 

조력도 필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문에 등장하는 왕맹자와 

유맹첨 등은 실전된 지 오백여년이 지난 《산학계몽》이 중국에서 다시 간행되는데 

큰 공헌을 한 학자들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나사림이 도광19년에 《산학계몽》을 

重刊할 때 底本으로 삼은 것이 바로 김정희가 완원, 왕맹자 등에게 증정한 조선간

본 《신편산학계몽》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신편산학계몽》의 교감과 간행에 

관계된 청조 학자들이 일정한 인적, 학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완원을 중심으로 나사림, 서유임, 유문기, 왕맹자 등은 師友관계에 있으면서 비

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학문 성향을 갖고 있었다. 먼저 완원, 나사림, 

서유임, 왕맹자 등은 모두 중국의 전통 수학 연구와 관련 자료의 정리에 상당한 관

25) <算學啓蒙後記>, 《新編算學啓蒙》,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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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있었다. 張之洞은 《書目答問⋅國朝著述諸家姓名略》에서 청대의 저술

가들을 학술적 경향에 따라 분류하면서 완원, 나사림과 서유임 등을 《중서의 산법

을 함께 이용하는 부류(兼用中西法)》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 분류하고 있

다.26) 왕맹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비록 왕맹자의 저작가운데 전문적인 수

학 관련 저작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尙友記⋅焦里 循家傳》, 《尙友記⋅李先生

惇家傳》, 《尙友記⋅汪孝嬰萊家傳》, <問經圖跋> 등의 문장에서 수학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식견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27)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 및 간행과 직접적인 관

련을 맺고 있는 阮元, 汪喜孫, 劉文淇, 羅士琳 등이 수학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청대의 저명한 학술유파인 揚州學派에 속하는 학자들이라는 점이다.28) 주지

하다시피 揚州學派는 乾嘉시기 漢學의 중요한 학술 유파의 하나로 그 학술적 연원

은 멀리는 淸初의 顧炎武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가까이는 乾嘉時期의 吳派

와 皖派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乾隆, 嘉慶시기 經學, 學, 校勘學 방면에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이 학파의 연구 성과는 乾嘉시기 한학의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

로 발전시켰고 동시에 嘉慶, 道光時期 즉 고전과 근대 학술의 전환기에 중국의 고

전 학문이 근대적 학술로 전환되는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특히 양주학

파는 유가 경전에 대한 傳注 작업에만 치중했던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탈피하여 천

문, 수학, 자연과학사 등의 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 내어 건가시기 

한학자들에 비해 유학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학술 유파

이다.29) 이 점에서 볼 때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통해 김정희가 완원, 왕희손, 

26) 張之洞著, 呂幼樵校補, 張新民審補 《書目答問校補》, 貴陽 , 貴州人民出版社, 

2004, 411-4121쪽.

27) 예를 들면 <問經圖跋>에서 ｢至於訓詁文字, 必本學, 韻於支脂分部, 則根據陸法 ; 於

天文算術, 則極推《天元一》, 且從《四元玉鑑》溯源, 以作《疇人傳》, 誠六書之關鍵, 九數

之津梁也.｣라고 수학에 있어 《四元玉鑑》과 《疇人傳》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汪喜

孫著作集⋅汪孟慈集》, 卷三, 71-72쪽.

28) 阮元, 汪喜孫, 劉文淇, 羅士琳와 양주학파의 관련성 문제는 王俊義, <關於揚州學派的

幾個問題>, 《中國社 科學院硏究生院學報》2002第3期, 74-76쪽; 劉健臻, <淸代揚州

學派家學述論>, 《揚州大學學報(人文社 科學版)》  第12卷第2期, 2008年3月, 120- 

123면을 참조할 것.

29) 이 문제에 대해서는 王俊義, <關於揚州學派的幾個問題>, 77-78쪽을 참조할 것.



12  《中國文學硏究》⋅제58집

나사림, 유문기 등과 진행했던 교류는 김정희와 청대 중기 대표적인 학술 유파이면

서 일반적인 乾嘉漢學과는 구별되는 양주학파와의 교류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학문 교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0) 

Ⅲ.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과 中國刊本의 關係

오백여년 동안 중국에서 사라졌던 《산학계몽》은 조선간본의 전파로 인해 중국의 

수학자들에게 다시 학문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히 중국 수학계에 일정한 향

을 미치게 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간행된 《산학계몽》가운데 單行本뿐만 

아니라 叢書本까지 조사하여, 조선간본과 중국간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국간본 《신편산학계몽》의 간행과 流通과정에서 차지

하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이나 대만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單行本 중국간본 《신편산학계몽》은 

나사림이 도광19년에 朝鮮金始振重刊本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예를 들

어 臺灣에는 國家圖書館과 臺灣大學圖書館에 《산학계몽》이 한 부씩 소장되어 있는

데 모두 ｢清道光十九年重刊朝鮮本｣이다. 또 중국의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新編

算學啓蒙》三卷《總括》一卷, 元朱世傑撰, 淸羅士琳附釋, 淸鄒祖蔭注, 淸鄒祖蔭抄

本｣31)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판본 역시 朝鮮刊本 《신편산학계몽》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이다. 이외에 청대 후기에 간행된 중국간본 《산학계몽》(예를 들면 ｢光緖吳氏

醉六 刊本｣) 역시 羅士琳이 道光十九年에 重刊한 것을 底本으로 하여 다시 重

刊한 것이다.

단행본 이외에도 중국에서 출판된 각종 叢書에 수록된 叢書本 《산학계몽》 역시 

版本原流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 계통에 속하는 것이다. 

《中國叢書綜 》에는 두 종류의 叢書本 《산학계몽》이 수록되어 있다. 첫째는 《算學

30) 현재까지 김정희와 중국 문인⋅학자들과의 교유관계 검토에 있어 대부분은 옹방강, 완

원 등과의 교류에 집중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김정희와 완원을 제외한 기타 양주학파 

학자들과의 교우관계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희와 양주

학파의 교류부분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31) 이 고서는 현재 중국 浙江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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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蒙三卷》( (元) 朱世傑 撰- (淸)測海山房主人輯, 《測海山房中西算學叢刻初編》, 

淸光緖二十二年(1896)上海璣衡 石印本)이고, 둘째는 《新編算學啓蒙三卷附識誤

一卷》(道光十九年(1839)刊, (元) 朱世傑 撰, 識誤(淸)羅士琳撰 - (淸)羅士琳撰, 

《觀我生室彙稿附》, 淸道光中刊本)이다.32) 요컨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은 도

광19년 이후에 중국에서 간행된 모든 단행본과 총서본 《산학계몽》의 祖本이 된다.

그렇다면 《신편산학계몽》의 조선간본과 중국간본은 체례 혹은 내용상 차이가 없

는 것일까? 아래에서 ｢朝鮮金始振重刊本｣과 ｢淸道光19年重刊朝鮮本｣의 체례와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두 판본의 체례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朝鮮金始振重刊本 清道光十九年重刊朝鮮本 비고
算學啓蒙序(趙元鎭) 重刊算學啓蒙序(金始振)

重刊算學啓蒙序(金始振) 算學啓蒙序(阮元)
중국간본에만 

있는 부분

新編算學啓蒙目 算學啓蒙序(趙元鎭)

新編算學啓蒙總括 新編算學啓蒙總括

新編算學啓蒙卷上 算學啓蒙識誤⋅坿釋(羅士琳)
중국간본에만 

있는 부분

新編算學啓蒙卷中 算學啓蒙後記(羅士琳) 
중국간본에만 

있는 부분

新編算學啓蒙卷下 新編算學啓蒙目

望海島術33) 新編算學啓蒙卷上

新編算學啓蒙卷中

新編算學啓蒙卷下

望海島術

먼저 체례에 있어 조선간본과 중국간본은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 주요한 원

인은 ｢淸道光19年重刊朝鮮本｣에는 ｢算學啓蒙序(완원)｣, ｢算學啓蒙識誤⋅坿釋

(나사림)｣, ｢算學啓蒙後記(나사림)｣ 등 중국간본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가

되어진 까닭이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32) 上海圖書館編, 《中國叢書綜 ⋅子目》, 上海古籍出版社, 1993年10月, 879쪽.

33) 다만 같은 조선간본이라도 판본에 따라 ｢望海島術｣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조선간본, 청구번호: C8B-21)에서는 

｢望海島術｣이 ｢新編算學啓蒙目 ｣ 뒤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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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두 판본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나사림이 《신편산학계몽》을 重刊하면서 ｢판식은 조선 원각본에 준한

다(至款式一依朝鮮原刻)｣라던가,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俗字마저도 고치지 않

음으로 ｢원본의 진면목을 보존하고자 한다(俾存原本之眞)｣34) 등의 원칙을 고수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사림은 《신편산학계몽》에 여러 차례 ｢遆｣라는 글자가 출

현함을 지적하면서 이 글자는 마땅히 ｢遞｣임을 주장한다. 그는 《集韻》의 자료를 근

거로 ｢遞｣는 ｢递｣라고도 쓸 수 있는데 ｢递｣와 ｢遆｣의 자형이 비슷해서 조선간본에 

｢遆｣로 잘못 표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사림은 이 문제에 있어 ｢확
실한 근거가 없다(無有確據)｣라는 이유로 ｢억측으로 (글자를)고쳐서 후학들이 미

혹됨이 생기지(以臆見率改, 致後之學 滋惑)｣않도록 ｢遆｣를 ｢遞｣나 ｢递｣로 수정

하지 않는다.35) 이상의 설명을 통해 《신편산학계몽》을 중간하는 과정에서 나사림

의 교감 태도와 방법이 매우 신중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사림은 《신편산학계몽》을 중간하면서 확실히 비교적 상세한 교감 작업

을 거쳐 조선간본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우리는｢무릇 글자와 숫자의 오류, 도

와 식의 여러 오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 뾰족하게 표시하여 뒤의 여백에 별도로 

기록하 다(凡字誤數誤, 洎夫圖 式諸誤, 悉各鑯出別記於後閒)｣36)라는 내용에서 

나사림의 교감 작업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교감 작업의 대표

적인 결과물이 바로 <算學啓蒙識誤>와 <坿釋> 부분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나사림은 <算學啓蒙識誤⋅九歸除法歌括>에서 ｢10나누기 4는 2이고 1

이 남는다(四一二十一)｣라는 내용은 마땅히 ｢10나누기 4는 2이고 2가 남는다(四

一二十二)｣로 고쳐야 함을 지적하면서37) 해당 내용은 ∆로 오류 표식을 하고 있

다.38) <算學啓蒙識誤>가 조선간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면 <坿釋>은 보충 설명

이 주를 이룬다.39) 예를 들면, 나사림은 《신편산학계몽⋅고무해세문(庫務解稅門)》

34) （清）羅士琳, <算學啓蒙後記>, 《新編算學啓蒙》, 163쪽.

35) （清）羅士琳, <算學啟蒙後記>, 《新編算學啟蒙》，163쪽.

36) （清）羅士琳, <算學啟蒙後記>, 《新編算學啟蒙》，164쪽.

37) （清）羅士琳, <新編算學啟蒙識誤>, 《新編算學啟蒙》，157쪽.

38) （清）羅士琳, <新編算學啟蒙總括>, 《新編算學啟蒙》，155쪽.

39) （清）羅士琳, <坿釋>: ｢무릇 비슷한 글자를 잘못 쓴 경우는 이미 識誤에 보인다. 다

만 간혹 해법에서도 (그 뜻이)드러나지 않는데 만일 밝게 풀어 밝히지 않으면 근원을 

밝혀낼 수 없으므로 다시 설명을 뒤에 더한다(凡魚豕之譌, 已見識誤矣. 其或術文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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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한 번째 문제에서 ｢3000근을 두고 세금으로 내는 30을 곱하고 또 50을 곱하

면 450만을 얻고 실로 한다. 세금으로서 내지 않는 29와 47을 서로 곱하면 1363

을 얻고 법으로 한다(置三千斤, 以所稅 三十乘之. 又以五十乘之, 得四百五十萬

爲實. 以不稅 二十九四十七相乘, 得一千三百六十三爲法)｣40)라는 해법 내용(術

曰)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갖는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坿

釋>의 처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 ｢案: 먼저 세금을 받는데 30에서 1을 취하면 30에

서 1을 빼니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29이다. 두 번째 세금을 받는데 50

에서 3을 취하면 역시 50에서 3을 빼니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47이다

(案: 先稅三十分取一, 以子減母, 餘不稅 二十九; 次稅五十取三, 亦以子減母, 

餘不稅 四十七).｣41)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나사림의 보충 설명을 참고하면 

확실히 이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사림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서적과 조선간본 《신편산학계

몽》의 내용을 교감한 직접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나사림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

몽》권말에 첨부되어 있는 ｢望海島術｣을 언급하면서 조선간본에서는 이 자료를 《楊

輝算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문제와 풀이는 대개 劉徽의 

《海島算經》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한다. 동시에 조선에서는 유휘의 《海島算經》을 

보지 못해서 이 자료의 출처를 《楊輝算法》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

서 나사림은 ｢지금 바다의 섬을 바라보면서 각각 오장의 푯말 두 개를 세운다(今有

望海島立二表各五丈)｣라는 문장 아래의 ｢장은 마땅히 보로 써야한다(丈當作步)｣
라는 註釋이 조선간본의 교감 내용임을 설명하면서, 다만 그가 양휘와 유휘 책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푯대의 높이는 三丈임을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나사림은 조

선에서 필사된 《신편산학계몽》에서 三을 五라고 오해하 고, 수가 부합되지 않는 

까닭으로 오류가 없는 丈이라는 글자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양휘와 유휘의 책에 보이는 ｢望海島術｣에서는 ｢爲法除之｣라는 句의 아래에 

｢所得加表高｣라는 다섯 글자가 있는데 조선간본에는 이 구절이 탈락되었음도 지적

하고 있다.42)

顯, 苟非釋明, 無以探源, 故復坿釋於次.).｣ 《新編算學啟蒙》，159쪽.

40) （清）羅士琳, <庫務解稅門>第十一問, 《新編算學啟蒙》，卷一, 178쪽.

41) （清）羅士琳, <坿釋>, 《新編算學啟蒙》，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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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신편산학계몽》이 《測海山房中

西算學叢刻初編》 등의 수학 총서에 수록된 것은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測海山房中西算學叢刻初編》이라는 총서에 《신편

산학계몽》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서적이 하나의 叢書에 수록되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욱 큰 학술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淸末에 

이르러 서양의 수학 저작들이 번역되면서 중국은 서방의 근대수학에 대해 이전에 

비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학교육의 근대화와 수

학지식의 전파를 위해 중국전통의 수학저작과 서방의 수학저작 그리고 중국과 서양

의 수학서적의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는 서적들을 총서의 형태로 출판하곤 했

다.43) 《測海山房中西算學叢刻初編》은 이러한 학술사적 배경에서 출판된 것으로 

근대시기 중국수학 총서가운데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測海

山房中西算學叢刻初編》라는 총서에 《신편산학계몽》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근대시기 

중국의 수학자들이 《신편산학계몽》을 중국의 전통 수학을 대표하는 서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Ⅳ. 국 학계의 수용 양상

본장에서는 중국간본 《산학계몽》이 간행되면서 당시 혹은 후대의 중국학자들에게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유입이 당시 중국수학계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42) （清）羅士琳, <算學啟蒙後記>: ｢金序 更以楊輝望海島一章添入卷尾. 案《楊輝算法》

卷末所載海島題解, 蓋本諸劉徽海島算經, 彼中未見劉書, 不知所本, 遂以爲出自楊輝. 

其前題《今有望海島立二表各五丈》下, 字雙行注云: 《丈當作步》, 此亦彼中所校. 據

楊書及劉徽本經並云: 《高三丈》, 蓋彼中鈔本誤三爲五, 因不合數, 轉疑不誤之丈字爲

誤耳. 又楊書及劉徽本經幷於術曰《爲法除之》下, 有｢所得加表高｣五字, 今朝鮮重刊本

無此句, 而於案內云: 《必 更加表高方准》, 此又彼中鈔本奪落之, 故其後題則楊本九

章以表望山術, 而變通諸數也.｣, 《新編算學啟蒙》，163-164쪽.

43) 이 문제에 대해서는 李兆華主編, 《中國近代數學敎育史稿》, ｢第六章 民間的數學知識

傳播⋅第二節數學叢書的編纂｣, 濟南 , 山東敎育出版社, 2005, 209-217쪽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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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청조 유입은 주세걸이라는 元代의 저

명한 수학자의 학문에 대한 복원작업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동시에 후대의 중국 

수학자들이 중국수학사에서 주세걸의 지위와 향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근거 자

료로 활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편산학계몽》은 1838년에 김정희를 통

해 중국학자들에게 전해진 후에 다음 해인 1839년에 간행된다. 그 이전까지 중국

수학계는 《산학계몽》이라는 수학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런 까닭

으로 《신편산학계몽》을 정리하고 重刊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주세걸이라는 걸출한 

수학자와 그의 수학이론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重刊이 되면서 《신편산학계몽》의 내용이 적지 않은 청대 수학자들에게 알려졌고 당

시 혹은 후세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혹자는 주세걸의 《산

학계몽》과 《四元玉鑑》을 언급하면서 이 두 수학서적이 각각 ｢天元術과 四元術을 

만들어내었는데 지금의 代數와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의 수학 법칙가운데 가장 

정 하고 깊이 있는 것이다(創發天元四元之術, 頗似今之代數, 爲中法之 精邃

)｣44)라는 평가를 내린다. 후인의 평가대로 《산학계몽》의 ｢開方釋鎖｣門은 천원술

의 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차원 수학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또한 《산학계몽》은 비록 수학 교과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수록하고 있는 수학

적 지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전통적인 수학지식과 계산방법 그

리고 청대에는 이미 사라진 원대 당시에 유행했던 天元術 등의 수학 방법론이 모

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산학계몽》은 청조 중기의 수학계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던 수학 이론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算學啓蒙⋅總括》에는 

長方形(正方形을 포함)의 변과 변 사이의 계산 문제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正數

와 負數의 乘法과 除法 규칙을 포함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길이와 너비를 서로 더한 것을 화라 하고, 길이와 너비를 서로 뺀 것을 교라고 

한다. 길이와 너비를 서로 곱한 것을 적이라 하고 스스로 서로 곱한 것을 멱이라

44) 中國科學院圖書館整理,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算學啓蒙述義》, 齊魯書社, 

1999.11, 卷32,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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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부호가 같은 것을 서로 곱하면 양수이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곱

하면 음수이다. 너비로 길이를 나누면 소장이고 길이로 너비를 나누면 소평이다. 

소장과 소평을 서로 더한 것을 소화라 하고 소장과 소평을 서로 빼고 남은 것이 

소교이다. 소장과 소평을 서로 곱하면 1보를 얻고 소정이다(長平相並曰和, 長平

相減曰 , 長平相乘曰績, 自相乘之曰冪. 同名相乘爲正, 異名相乘爲負. 平除長

爲 長, 長除平爲 平. 長平相並曰 和, 長平相減餘 . 長平相乘得一

步爲 績).45)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중국수학사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正數와 負數의 乘除

法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46) 또한 《算學啓蒙⋅總括》에서는 ｢九歸口訣｣三十六

九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나누기는 1이 앞으로 나아간다. (1로) 1을 나누면 1이 된다. 10 나누기 2는 

5로 쓴다. (2로) 2를 나누면 1이 된다. 10 나누기 3은 3이고 1이 남는다. 20 나

누기 2은 6이고 2가 남는다 (3으로) 3을 나누면 1이 된다.……9로 나누면 자신이 

되고 자신이 남는다. (9로) 9를 나누면 1이 된다(一歸如一進, 見一進成十. 二一

添作五, 逢二進成十. 三一三十一, 三二六十二, 逢三進成十. ……九歸隨身下, 逢

九進成十).47)

이처럼 계산 방법을 운문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13～14세기 중국 실용 수학

의 큰 특징으로 후대의 籌算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珠算口訣의 형성에도 일정한 

향을 미치게 된다.48)

둘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전파는 중국 수학자들이 중국수학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수학은 明⋅淸 교체기에 이르러 중대

45) (元)朱世傑撰, (淸)羅士琳 附釋, 《신편산학계몽》, 《續修四庫全書⋅子部⋅天文算法

類》1043冊, 2009.2, 157쪽.

46) 陳德華, 徐品方著, 《中國古算家的成就 治學思想》, 雲南大學出版社, 2007.3; 李迪

主編, 方勻等編, 《中國傳統數學文獻精選 讀》, ｢第二部分⋅宋到明的文獻｣, 武漢, 

湖北敎育出版社, 1997, 361쪽.

47) (元)朱世傑撰, (淸)羅士琳 附釋, 《신편산학계몽》, 154-155쪽. 

48) 이 향 문제에 대해서는 李兆華著, 《中國數學史》, ｢第三章⋅中國傳統數學的繁榮｣, 
臺北 , 文津出版社, 1994.3, 172-173쪽; 주세걸지음, 허민 옮김, 《산학계몽》, 31쪽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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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번역을 통해 

서양의 수학 서적, 예를 들어 《幾何原本》 등이 전해졌고, 중국 수학계는 이를 통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유럽의 근대적 고등 수학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

시에 서양 수학이 가져다 준 충격 속에서도 王錫闡(1628-1682), 梅文鼎

(1633-1721)과 같은 중국 수학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전통 천문학과 수학의 가치

를 탐구하는데 열중한다. 그 후 乾隆과 嘉慶년간에 이르러서는 고증학을 주된 학문

방법으로 활용하는 乾嘉學派가 출현하여 失傳된 많은 선인의 수학 저작을 발굴하

고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그 결과로 중국의 전통 수학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면서 이전시기를 뛰어넘는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 시기를 

중국 수학사에서는 전통 수학의 부흥시기라고 일컫는다.49) 이 과정에서 전통 수학

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 저작에 대한 정리, 연구와 함께 중국수학사를 정리하는 차

원에서 역대 중국 수학자에 대한 傳記 자료집이 편찬되는데 이것이 바로 《疇人傳》

이다. 《주인전》은 乾隆乙卯(1795)부터 嘉慶乙未(1799)사이에 阮元과 李銳

(1768-1817) 등이 편찬한 것으로 수록대상은 黃帝時期부터 嘉慶4년(1799)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천문학자와 수학자 270여명(그 가운데 수학 저작이 후세에 전해

지는 인물은 50인이 되지 않는다)과 明末이래 중국에 유럽의 천문⋅수학서를 번역

하여 소개한 선교사 41인이 포함된다. 이 서적은 占卜이나 神秘主義的 數字 방법

론을 이용한 인물들의 사례는 수록하지 않으면서 수록 인물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

부분 원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수학사 연구에 가치 있는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완원등이 《주인전》을 편찬할 당시 주세걸의 수학적 성

취를 대표하는 《산학계몽》과 《사원옥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주인전》에서는 그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 이 점은 주세걸로 대표되는 元代 수학의 면

모를 《주인전》을 통해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인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었다. 후에 羅士琳은 《사원옥감》과 《신편산학계몽》을 차례로 간행하면서 

《주인전》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1840년에 《續疇人傳》六卷을 편찬한다.50) 그리고 

49) 청초부터 乾嘉시기 까지 中國 數學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梅榮照, 《明淸數學史論文

集》, 南京, 江 敎育出版社, 1990, 7-20쪽을 참조할 것.

50) 《續疇人傳》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은 梅榮照主編, 《明淸數學史論文集》, 南京, 江

敎育出版社, 1990, 250-251쪽을 참조할 것. 《續疇人傳》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사림

의 기본적인 견해는 서방의 수학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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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四十六卷의 ｢補遺三｣부분에서 주세걸의 수학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기록

하고 있다.51)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사림은 청대 학자인 戴震(1724—1777)이 《 락

대전》에서 輯佚한 《구장산술》의 내용가운데 오류가 있으며 이 오류가 사실상 원대

부터 그러했다는 사실을 《신편산학계몽》을 통해 설명한다. 먼저 대진의 주장을 살

펴보자. 대진은 《 락대전》에서 《구장산술》을 집일해 내면서 내용적 오류를 바로잡

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訂訛｣라는 명칭으로 정리하 다. 하나의 실례를 들

어보면 아래와 같다.

입(入)자는 원본에 인(人)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문장과 주에서도 같

다(入字原本訛作人, 下文及注並同).52)

대진의 견해에 대해 나사림은 아래와 같이 오류를 지적 한다.

또 대진은 처음에는 《 락대전》에서 유휘가 주를 단 《구장산술》을 얻었는데 정

부술의 “양수가 상대가 없으면 음수가 되고, 음수가 상대가 없으면 양수가 된다”라

는 말의 주에서 이르기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의 의미를 잘 몰라 인(人)이라는 글자를 전사함에 있어 잘못으로 여겨 모두 입

(入)자로 고쳤다. 이 책의｢명정부술｣아래에 작은 글자로 두 줄로 쓰여진 부분의 

《구장산술》의 주에서 인(人)을 입(入)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이 망령되이 내용을 고치는 것이 대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대

에 이미 그러했다는 것이다. (又東原戴氏, 初從《永樂大典》中, 得劉徽所注之《九

章》, 因正負術, 有｢正無人負之, 負無人正之｣注, 無人爲無 也. 句未分曉, 誤

以人字爲傳寫之譌, 悉改作入字. 是書, 明正負術下, 字雙行, 案引《九章》注, 

人作入非. 是妄改不始於戴氏, 在元時已然).53)

있어 算學을 배우고 연구하는 正道는 중국의 전통 산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다. 

51) 《續修四庫全書⋅史部⋅傳記類》516冊, 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 卷四七, 463- 

467쪽.

52) 《中國歷代算學集成⋅九章算術》1冊, 卷八｢方程⋅訂訛｣, 濟南：山東人民出版社，
1994, 卷四七, 137쪽.

53) (元)朱世傑 撰, (淸)羅士琳 附釋, 《신편산학계몽⋅산학계몽후기》,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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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구장산술》을 《 락대전》에서 얻었다는 의미는 대진 당시까지 《구

장산술》이 전해지지 않아 《 락대전》이라는 類書에서 《구장산술》을 輯佚했다는 의

미이다. 즉 당시의 학자들은 《구장산술》의 내용을 오로지 《 락대전》에서 얻은 집

일본만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 내용에 대해 의문

을 갖고 있어도 시비를 가리기에는 근거 자료가 부족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러다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에 전파되어 간행되면서 나사림은 <新編算學啓蒙總括>

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빼고, 부호가 다르면 서로 더한다. 양수가 상대가 없으면 

음수로 되고, 음수가 상대가 없으면 양수로 된다. 부호가 다르면 서로 빼고, 부호가 

같으면 서로 더한다. 양수가 상대가 없으면 양수이고, 음수가 상대가 없으면 음수

이다. 《구장산술》의 주에는 ｢인(人)을 입(入)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其同名相減, 則異名相加. 正無人負之, 負無人正之. 其異名相減, 則

同名相加. 正無人正之, 負無人負之.｣案《九章註》云: ｢……人作入非｣)54)라는 내용

을 근거로 당시 현존했던 《구장산술》의 내용상의 오류가 청대 대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원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김정희를 통해 청조에 전해진 《신편산학계몽》은 청대 중국 수학자들

이 元代이전의 數學에 대해 더욱 완정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

공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실전되었던 서적이 학술계에 재등장하고 그 서적 자체가 갖고 

있는 학술사적 의미가 클 경우 해당 서적에 대한 후인의 정리와 함께 그 학문을 계

승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어진다.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 역시 수학사적 가치

를 인정받아, 중국에 전해진 후에 관련 저작이 출현한다. 구체적인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먼저 羅士琳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을 重刊하면서 《識誤》

一卷을 저술하여 《신편산학계몽》의 부분적인 오류를 수정하면서 해석을 덧붙 다. 

그리고 (淸)王鑒은 羅士琳의 견해가운데 너무 난해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算
學啓蒙述義》三卷｣을 써낸다. 이 책에서 王鑒은 《산학계몽》의 원리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달고, 또한 注와 圖式을 부가

하여 원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책 가운데 ｢鑒案｣이라고 표기된 부

분의 내용은 모두 王鑒 자신의 견해로써, 《산학계몽》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

54) <新編算學啓蒙總括>,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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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움을 준다. 王鑒의 《算學啓蒙述義》의 저술 동기와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羅士琳이 《算學啓蒙》의 내용에 대해 《識誤》를 撰하여 잘못된 점을 증명하고 

동시에 ｢附釋｣을 덧붙여 숨겨진 뜻을 설명하 다. 그러나 그 의미가 깊고 뜻이 이

해하기 힘들어 독자들이 여전히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 학자들이 그 방법을 배움에 

여전히 법을 세운 원리를 엿보기가 쉽지 않고, 그 책의 존재는 알지만 활용할 수 

없을까 하여 이에 수 년 동안의 연구 심득과 중서 수학의 원리로서 무릇 羅士琳

이 언급하 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곳에 상세한 설명을 하여 羅士琳의 설명아

래에 注로 부가하고 繪圖를 덧붙여 그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이 책은 羅士琳

이 補解한 《四元玉鑑》과 가치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모두 주세걸의 수학에 대해서

는 같은 공신이다.(僅羅氏爲之撰《識誤》, 以證其譌, 並作附釋, 以發其隱. 然其義

深旨秘, 閱 仍不易曉, 恐學 習其術, 而未易窺其立法之原, 知其著而無以得其

引伸之故, 乃以數年硏究心得及中西之理, 凡羅氏引而未發之處, 詳爲詮說, 附注

其下, 並繪圖列式, 以證其理.…… 此書 羅氏之補解《四元玉鑑》, 其價値殊等, 同

爲朱氏之功臣也).55)

상술한 《산학계몽》과 관련된 청대 학자들의 저작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만일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

국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羅士琳의 《算學啓蒙⋅識誤》와 王鑒의 《算學啓蒙述義》라

는 저작은 중국 수학계에 출현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가 갖고 있는 학술사적 의미는 단순

하게 중국에서 실전되었던 하나의 수학 서적이 중국 수학계에 재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현존하는 사료를 살펴보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의 중국 전파에 대해 

청조의 학자들은 단순히 중국에서 사라진 서적이 중국으로 회귀되는 단순한 현상으

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사라진 중요한 수학 문화의 회귀로 인식하고 있

다. 예를 들면 汪喜孫은 劉文淇에게 쓴 서신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과 서양의 산술과 사원법에 대해서 근자에 서균경, 나명향이 원대 학자의 

55) 中國科學院圖書館整理,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算學啓蒙述義》, 齊魯書社, 

1999.11, 권32,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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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을 전하 다(至中西之術, 四元之法, 近來徐鈞卿, 羅茗香, 實能傳元人之書).56)

汪喜孫은 중국과 서양의 수학지식과 四元法을 언급하면서 徐鈞卿과 羅士琳이 

元代 학자의 서적을 전함으로써 이 방면에 공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언

급되는 원대 학자의 서적이 바로 주세걸의 수학 저작이다. 1822년 羅士琳은 북경

에 應試하러 갔을 때 오랫동안 실전되었던 朱世杰의 《사원옥감》의 여러 판본을 얻

어 정리 작업을 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1836年, 羅士

琳은 마침내 《사원옥감》을 간행하는 동시에 몇 년간의 연구 결과인 《四元玉鑑細

草》를 편찬, 간행하면서 《사원옥감》에 수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덧붙 다. 중요한 것은 《사원옥감》의 핵심내용인 多元高次方程式의 解法인 四元術

은 당시 중국 수학계가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인 까닭으로 당시 수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汪喜孫은 四元術의 발견과 羅士琳

의 算學에 관한 업적을 김정희의 제자인 李尙迪에게도 서신으로 알리기도 한다.

산학에 있어 《四元》을 말하는 것은 元, 明이래 絶學이 되었는데 羅士琳이 저술

한 《勾股容三事拾遺》는 내가 알기로 정 하고 탁월하여 (나는) 그 학문을 끝까지 

배우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 습니다. 지금 지은 저작을 

추사시랑의 아우인 산천에게 보내는데 이전에 추사시랑에게도 보냈다고 기억됩니

다. 서균경도 이 학문에 능통하니 그 저술도 함께 보냅니다(算學講《四元》 , 爲元

明以後絶學, 羅茗香所著《勾股容三事拾遺》, 僕知其精卓, 怔忡不寐, 不能窮其學, 

今以所著寄秋史侍郞之弟山泉, 記從前曾寄秋史侍郞矣, 徐鈞卿亦通是學, 並以其

著書寄去).57)

문제는 당시 청조의 수학자들이 朱世杰의 수학방면의 학문적 업적을 완정하게 

후세 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500여 년 동안 실전된 《산학계몽》이 절실히 필

요했다는 점이다. 다만 현존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산학계몽》이 뜻밖에도 

조선의 김정희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지자 중국학계는 김정희가 《산학계몽》을 중국

의 지인에게 전해준 행동을 朱世杰의 학문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

다.58) 이 관점에서 볼 때 김정희를 통해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청조에 전해

56) 汪喜孫, < 劉孟瞻書>(二), 《汪喜孫著作集》, 165쪽.

57) 汪喜孫, < 朝鮮李尙迪書>, 《汪喜孫著作集》,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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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한중 수학교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내용들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국에 전파된 이후에 

중국의 학술계(정확히는 수학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은 도광18년(1838)에 김정희를 통해 阮元, 汪喜

孫, 徐鈞卿 등 중국학자들에게 전해진 후에 다음 해인 1839년에 羅士琳에 의해 

重刊된다. 일부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편산학계몽》이 도광19년 이후에 중국에 

전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은 도광19년 이후에 중국에서 간행된 모든 단행본

과 총서본 《산학계몽》의 祖本이 된다. 조선간본과 중국간본을 비교하여 볼 때 체례

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나사림이 비교적 상세한 교감 작

업을 진행한 관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 중국 수학계에 미친 향은 (1) 후대의 중국 

수학자들이 중국수학사에서 주세걸의 지위와 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

로 활용되고, (2) 《주인전》과 같은 중국 수학을 史的으로 정리하는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며, (3) 羅士琳의 《新編算學啓蒙⋅識誤》와 王鑒의 《算學啓蒙述義》 등 

《신편산학계몽》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후속 저작의 출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이라는 수학 텍스트를 통하여 韓⋅中 

양국의 數學은 서로 독립하여 발전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상호 향을 주고받으

58) 張穆, <爲朝鮮貢使李藕船(尙迪), 題其師秋史(正喜)所畵歲寒圖, 卽奉簡秋史, 秋史慕

中朝 徵相公之學, 故別署阮 云.(乙巳正月二十五日)>: ｢昔從徐儒子, 獲聞阮 名. 

畸士來 浪, 秘笈 東瀛. 前編補玉鑑, 盛業恢松庭｣, 《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

一五三二冊,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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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전하 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에 있어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사실상 조선간본 《신편산학계몽》과 같은 

예는 더 있다. 허준의 《東醫寶鑑》도 이 방면의 좋은 예이다. 《동의보감》은 중국에 

전파된 뒤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청대 중기 이후 중국의 민간의학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의학에도 일정한 향을 미치고 있는 의학 서

적이다. 향후 《신편산학계몽》이나 《동의보감》과 같이 중국에 전해져 학술적 향을 

미친 예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 지금까지의 한중서적교류사 혹은 문화교류사의 

기술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문화교류의 상호 향이라는 관점을 더

욱 상세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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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以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的中國傳播 其影響為討論的範為，主要

得到以下幾點結論:

第一、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在道光18年(1838)，通過金正喜傳給阮

元, 汪喜孫, 徐鈞卿等清朝學 ，接著在道光19年(1839)由羅士琳重刊。由此

可知, 有的中國學 主張金正喜在道光19年以後才 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

贈 阮元等清朝學 , 這恐怕不符合於歷史事實。
第二、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成為道光19年以後刊行的所有中國刊本之

祖本。而且通過 朝鮮刊本 中國刊本做一番比 , 則可發現兩種版本無論在

體例 內容方面, 並無很大的差別, 雖然仍有所不同。
第三、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 於中國數學界的影響有三點: (1)後人在

評價中國數學史中的朱世傑之地位 影響時, 提供 直接的原史資料;(2)在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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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學 整理中國古代數學的著作(如《疇人傳》)時, 給相關學 提供有價值的資

料;(3)清嘉慶以後, 闡發《新編算學啓蒙》的著作相繼問世, 如羅士琳《新編算學

啓蒙⋅識誤》和王鑒《算學啓蒙述義》等。如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沒有傳到中

國, 則羅士琳《新編算學啓蒙⋅識誤》和王鑒《算學啓蒙述義》等不可能出現, 這不

得不說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 於中國數學界產生影響的 直接的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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