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역사 보기 】
1. 한국의 역사의 특수성

신 라 : B.C. 57-935 : 992년
백 제 : B.C. 18-660 : 678년
조 선 : 1392-1910 : 518년

고구려 : B.C. 37-668 : 705년
고 려 : 918-1392 : 474년

2. 기록의 정신

□ 朝鮮王朝實錄

○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
○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왕조실록의 글자수를 49,646,667자로 발표.
♧ 세계기록유산 :
- 2011년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238건이 등재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함으로써
세계에서 여섯 번째,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다.
- 독일(11건)․오스트리아(10건)․러시아(9건)․한국(9건)․폴란드(9건)․
프랑스(7건) [영국 5건, 중국 5건. 일본 0건]

□ 承政院日記

○ 인조 1년(1623년)부터 순종 4년(1910년)까지의 288년 간의 승정원의
일기.
○ 매월의 일기를 다음 달에 보존용으로 작성 보존한 것. 원래 개국
이래의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전반부는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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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의 내용

○ 삼국사기
지진: 87회 홍수: 10회 大雪: 14회 大風: 22회 旋風: 1회
안개: 14회(大霧 2회, 黃霧 3회)
○ 삼국유사
지진: 3회
○ 고려사
지진: 249회 홍수: 220회 大雪: 37회 大風: 143회 旋風: 8회
안개: 246회(大霧 106회, 黃霧 14회)
○ 朝鮮王朝實錄
지진: 2029회, 黃霧: 111회, 大風: 49회

3. 정치, 경제적 문제

- 세종 시기의 농지세 개정의 현황

□ 세종 12년 3월 국민에게 묻기로 함
□ 세종 12년 8월 국민에게 물음

○ 貢法: 京中, 開城府, 八道別投票 시행(守令, 品官, 村民)
찬성 : 98,657표
반대 : 74,149표
□ 세종 18년 2월 : 1, 2년 동안 이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세종 25년 11월 :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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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문제

□ 秋官志의 내용 : 秋官志는 刑曹에서 발간한 조선의 법률집, 판례집,

재판기록
□ 三審制의 실시 : 사형수에 대하여는 삼복제(三覆制) 시행
□ 인권의 문제
○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 강도를 제외하고는 구금하지
않는다.
○ 10세 이하인 자와 80 이상인 자는 死罪를 범했을지라도 구금하지
않고 贖을 받는다.
○ 70세 이상인 자는 정배하지 않으며, 장형을 받지 않고, 대신 贖을
받는다.
□ 인권에 관한 판례의 몇 가지 : 부검 기록. 증거주의의 실례
5. 복지 문제

□ 세종 : 관청의 여자 노비들이 출산시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조사

○ 출산 휴가는 7일.
○ 출산에 임박하여 휴가를 얻어 가다가 도중에 출산하여 죽는 일이
많다.
□ 세종 : 출산 휴가를 100일로 하고, 출산 전에 한 달간의 휴가를 더
주도록 하라.
□ 세종실록 12년(1430년) 10월 19일의 기록
○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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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7일 이후에 근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 두고
근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나는 일찍
이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기
까지 근무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의 근무를 면제하여 주
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 세종실록 16년(1434년) 4월 26일의 기록
○ 여종이 임신하여 산달에 임한 자와 산후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일찍이 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무하게 하여 산모를 돌보아줄 수
없게 되니, 이는, 부부란 서로 도와야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
니라, 이로 말미암아 산모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으니 진실로
가여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
편도 만 30일 뒤에 근무하게 하라.
6. 과학적 사실

□ 李純之(1406?-1465)

○ 地球說을 주장 : 월식의 예측
○ 세종 15년(1433년) : 정인지, 이순지, 김담 등에게 조선의 달력 제정
을 명함
-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
1442년 완성 : 일식과 월식의 예보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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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
1444년 완성 : 이순지(李純之) 등에게 回回曆의 연구를 명함. 이
를 참고하여 개정한 달력을 완성
외편의 1년 : 365일 5시간 48분45초
현대의 1년 : 365일 5시간 48분46초
- <七政算外篇> :
1447년(세종 29년) 음력 8월 1일 오후 4시50분27초에 일식이 시작
하여, 오후 6시55분53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정확

□ 洪大容(1731-1783) : 수학서적 <주해수용(籌解需用)>의 내용
(1) 구체의 체적이 62,208척이다. 이 구체의 지름을 구하라.
正弦=sinA
正割=secA

餘弦=cosA
餘割=cosecA

正切=tanA 餘切=cotA
正矢=1-cosA 餘矢=1-sinA

正弦 30도=sin30도=0.5
正弦 25도 42분 51초=sin25.4251。=0.4338883739118
正弦 45도=sin45=0.7070167811865
(2) 甲地와 乙地는 동일한 子午眞線에 있다. 甲地는 北極出地 37도에
있고, 乙地는 36도 30분에 있다. 甲地에서 乙地로 직선으로 가는데
고료(鼓擂)가 12번 울리고, 종뇨(鍾鬧)가 125번 울렸다. 이 때 지구
1度의 里數와 지구의 지름, 지구의 둘레를 구하라.
답 : 지구 1도의 里數 250리, 지구의 둘레 90,000리, 지구의 지름 28,648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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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의 지구둘레 90,000리(36,000Km) 지구지름 28,648리(11,459 Km)
실제의 지구둘레
40,008Km 지구지름
12,756 km
7. 수학의 전통

□ 신라의 算學制度 : 조선시기까지 유지

○ 신문왕 2년(682년) 국립대학을 설치(국학, 태학감)하고 明經科와
明算科를 개설
○ 算學博士 : 三開, 綴經, 九章算術, 六章算術 등을 교육.
○ 학생은 15세 이상-30세 이하. 교육기간 : 9년
○ 奈麻, 大奈麻의 관직을 수여→算官
○ 九章算術의 내용 : 사각형, 삼각형, 원 등의 넓이, 비율, 분수, 방
정식, 삼각함수
○ 九章 勾股
1. 밑변이 3척, 높이가 4척이면 빗변은 얼마인가?
2. 빗변이 5척, 밑변이 3척이면 높이는 얼마인가?
3. 높이가 4척, 빗변이 5척이면 밑변은 얼마인가?

術曰 : 밑변과 높이를 각각 自乘하고, 이를 합하여 開方하면 빗변이다.

허성도의 원고 hsdhsd@snu.ac.kr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