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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를 앞선 최석정의 오일러방진

요 약

본고에서는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조선시

대 수학자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선현이 헌정된 것을 기

념하여 그의 저서 구수략(九數略)에 기록된 ‘직교라틴방진’이 조

합수학(Combinatorial Mathematics)의 효시로 일컫는 오일러

(Leonhard Euler, 1707~1783)의 ‘직교라틴방진’ 보다 최소 61

년 앞섰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의 특성을 살펴본다.

Ⅰ. 시작하면서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최석정(崔錫鼎) 선

현이 헌정되다니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학과 수학의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감회가 깊다.

정수론의 기초를 처음 수강하던 학생 시절에, ‘중국인의 나머

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접한 기억이 생생하

다. 왜 하필이면 ‘중국인의 정리’라고 부를까. 그렇다면 ‘한국인

의 정리’는 없을까. 1997년 가을에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이 오

일러보다 60여년 이상 앞선다는 KAIST 수학과 한상근 교수님

의 논문[1]을 접했을 때, 곧바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말로 

‘오일러의 직교라틴방진’이 아니라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이라

고 불러야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전 세계 수학교과서에 ‘최석

정(崔錫鼎)의 직교라틴방진’혹은 ‘한국인의 직교라틴방진’이라고 

이름이 오른다면 얼마나 신날까. 직교라틴방진은 ‘오일러방진’이

라고도 불리면서 조합수학(Combinatorial Mathematics)의 효

시라고 일컫는 것이 오늘날 현대 수학사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Ⅱ. 최석정(崔錫鼎)의 직교라틴방진을  

만나다

미국 샌디에고 Qualcomm사에서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표준안 작성 관련 업무를 끝으로 1995년 가을학기부터 필자

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1997년 여

름, 필자는 독일 울름(Ulm)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ISIT)에 참

석하였다. 여기에서 뜻밖의 반가운 분을 만났다. 그 분은 바로 데

니쉬(József Dénes) 박사님이다. 헝가리 수학자로 키드웰(A. D. 

Keedwell)과 함께 라틴방진에 대해 바이블이라 인정받는 저서

[2]를 1974년에 출간하였다. 데니쉬 박사님은 내가 미국 USC에

서 박사과정 중 나의 지도교수인 골롬(Solomon Golomb) 교수

님을 자주 방문하셨던 인연으로 나와도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그런 분이 헝가리에서 독일의 울름까지 ISIT 참석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셨다. 그리곤 서울에 돌아가면 93년도 수학저널에 게

재된 직교라틴방진에 관한 논문을 찾아서 영문 번역까지 붙여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필자는 KAIST 수리과학부 한상

근 교수님의 논문 '최석정과 그의 마방진'[1]을 최초로 접하였다.

이 논문은 최석정의 구수략(九數略)에 수록된 9차 직교라틴방

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전 김용운 교수님의 논문 “崔

錫鼎의 魔法陣” (한국사연구휘보, 1974)에도 최석정의 구수략

과 마방진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몇몇 연구 논문에서도 구수략

과 마방진을 다루긴 하였지만 ‘직교라틴방진’을 언급한 것은 이 

논문이 국내(외) 최초이다.

최석정(崔錫鼎 1646-1715)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3]의 내용 

일부를 추린다. 최석정은 조선 현종-숙종대의 문신(文臣)이다. 

본관은 전주(全州)로 최명길(崔鳴吉)의 손자이며 호는 명곡(明

谷)이다. 현종 12년(1671년) 정시문과(庭試文科)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며 1697년에 우의정

(右議政) 1699년 좌의정(左議政)에 이어 1701년 영의정(領議政)

에 올랐으며, 총 8차례나 영상(領相)의 자리에 올랐다. 직업 관

료로서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피며 정치

적 폐단을 개혁하려 했고 당쟁의 화를 줄이려고 힘썼다고 한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고 양명학(陽明學)을 발전시켰으며 음운

학(音韻學)과 수학(數學)에도 뛰어나서 산학서 ‘구수략(九數略)’ 

이외에도 시문집인 ‘명곡집(明谷集)’ 훈민정음의 음운해설서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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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정운(經世正韻)’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구수략(九數略)은 전문 수학자가 아닌 정치 행정가(行政家)가 

쓴 책이며 수시로 영의정(領議政)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 쓴 책

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 책은 

17세기에 알려진 기초적인 수학(數學)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추리고 역학(易學) 이론을 합하여 동양철학에 입각한 수학적 이

론을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구수략(九數略)은 건(乾)

과 곤(坤)으로 나뉘었고, 건(乾)은 다시 갑(甲)과 을(乙)로 구성

되고, 곤(坤)은 병(丙)과 정(丁)으로 구성되었다. 갑(甲)∙을(乙)∙
병(丙)이 본서이고 정(丁)이 부록이며 이 부록에 많은 숫자의 배

열이 기록되어 있다. 

한상근 교수님께 최석정의 구수략 사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받아보고 무척 참담했던 기억이 있다. 온통 한자로 기록된지라 

이해하기 불가능함과, 한 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

제 수학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 그

리고 실제로 국제 수학 학술대회에서 이를 발표해야한다는 의

무감 등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공과대학의 신임 조교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라틴방진의 대가이신 데니쉬 박사

님이 이 논문을 접하였으니 이제 그의 저서 2판을 출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나

마 다행이었다. 

Ⅲ. Handbook of Combinatorial Design

그런데 2002년에 안타깝게도 데니쉬 박사님이 그 이전 해

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저서 2판이 출간

되지 못한 채로 데니쉬 박사님은 돌아가셨고 최석정의 직교

라틴방진에 대한 내용은 내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그런데 전

혀 예상치 못한 일로 다시 연결되었다. 이는 Handbook of 

Combinatorial Design[4]에 필자가 원고[5]를 게재하게 되어 

편집진과 친분을 가지게 된 덕분이다.

테일러 (Herbert Tayler) 박사님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에서 연구교수로 필자를 공동 지도하신 분이

며 필자가 졸업 이후 Qualcomm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샌디에

고 소재의 연구소에 몸담고 계신 덕분에 자주 그의 집에 들러

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논의로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었다. 테

일러 박사님은 미국 버몬트 대학 통계학과의 디니츠 (Jeffrey 

Dinitz) 교수를 필자에게 처음 소개하셨고, 필자는 디니츠 교수

와 공저로 ‘조합론 디자인 편람’(Handbook of Combinatorial 

Design)[4]에 논문[5]을 게재하였다. 그렇게 디니츠 교수를 알

게 되었는데,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5년 여름 미국 콜로라도

에서 개최된 학회 The R. C. Bose Memorial Conference on 

Statistical Design and related Combinatorics 였다. 디니츠 

그림 1. 최석정의 구수략 목판본에 수록된 9차 직교라틴방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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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한 동안 Dinitz Conjecture로 유명세를 타던 조합론의 

전문가였고, 아리조나 주립대의 콜본 (Charles Colbourn) 교수

와 공동 편집한 ‘조합론 디자인 편람’[4]은 별다른 친절한 설명

을 배재하고 오직 알려진 사실의 나열로 이루어진 백과사전식 

편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직교라틴방진을 포함하여 라틴방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절반을 이룬다. 

Ⅳ.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을 해외에서 

공인받다

세월이 흘러 10여년이 지난 2006년에 디니츠 교수로부터 

Handbook 2판을 준비 중이니 필자의 기고문도 그 이후 추가

된 결과가 있다면 수정해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2

판에 새로 추가된 조합론의 역사를 다룬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하고, 그 부분의 원고를 보자고 했다. 이 항목은 디니츠 교수

를 포함한 네 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그림 2>와 <

그림 3> 참조), 예상대로, 오일러가 1776년 발표한 직교라틴방

진에 관한 내용을 조합수학의 기원으로 하여 Combinatorial 

Design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었다. 이를 ‘최석정의 직교라틴방

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데니쉬 박사님과 만났던 이

야기와 한상근 교수님의 논문을 영작한 내용, 데니쉬 박사님이 

2판 저서를 출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실, 만일 2판이 출간되

었더라면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예상 등을 밤

을 새워 정리하여 디니츠 교수에게 발송했다. 어쩌면 나에게 주

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답변은 

간단했다. 저자 모두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들어보고 회신한다

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2007년 출간된 2판에는 조합론의 역사

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그림 2>와 <그림 3> 참조]

기록으로 남아있는 9차 직교라틴방진과 이를 이용한 9차 마

방진의 생성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래도 라틴방진 그 자체에 대한 역사성은 조선의 수학자에게 빼

앗기기 싫었는지, 많은 예를 들면서 라틴방진에 대한 역사는 훨

씬 더 오래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직교라

틴방진과 이를 이용한 마방진 생성에 관한한 최석정(崔錫鼎)의 

‘구수략(九數略)’에 기록된 ‘직교라틴방진’이 오일러를 훨씬 앞서

는 세계 최초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석정(1646〜1715)이 저자임을 확인하는 공식기록은 있지만 

정확히 언제 탈고하여 출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를 

그의 몰년(沒年) 1715년이라고 가정해도 오일러의 1776년 St. 

Petersberg 발표[6]보다 61년이 앞선다.

그림 2. Section 1.2 Design theory: Antiquity to 1950 - 초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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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외 다양한 발표 및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위의 사실은 월간 과학동아 2008년 8월호에 국내에서는 최

초로 발표되었다[7]. 강석기 기자는 이 글에서 최석정과 오일러

의 직교라틴방진 연구에 대한 비교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

세하게 설명하였다. 맨 마지막 필자의 사진은 여기 게재된 것

으로 구수략의 직교라틴방진이 언급된 편람 2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상근 교수님은 이 사실을 2008년 제주 ICC에서 개최된 

Global KMS International Conference에 발표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내용을 발표하였다[8]. 여기

서 67년 앞선다는 언급은 오일러의 1782년 논문발표를 기준으

로 계산한 결과로, 이보다 6년 앞서 1776년 구두 발표가 있었

으므로 사실상 61년 앞선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 학회

의 조직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김도한 교수님이었는데, 

외국인 참가자도 꽤 많이 보였고 내 발표장에도 몇몇의 외국인

이 보였다. 그 자리에서 한상근 교수님과 필자는 최석정의 구수

략 책판이 지금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렇다면 아

마도 합천 해인사에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보았는데, 이는 

최석정의 또 다른 문집인 ‘명곡집(明谷集)’ 책판이 해인사에 보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2006년에는 한국수학사학회에서 구수

략(九數略)의 건(乾)과 곤(坤)을 각각 자세한 주석과 함께 국문

으로 번역 출간하였다[9]. 

구수략에는 다양한 크기의 마방진과 이를 생성하는 직교라틴

방진 뿐만 아니라, 정6각형의 연속배열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꼭짓점에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한번씩 사용하여 모든 육각형

의 꼭짓점에 있는 여섯 개 숫자의 합이 93으로 일정한 ‘지수귀

문도(地數龜文圖, hexagonal tortoise problem)’는 당시까지 

세계 어느 수학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숫자의 배열이

며, 라틴방진 및 직교라틴방진과 더불어 오늘날 까지도 컴퓨터 

계산과학 및 조합수학 분야에서 관심 받고 있는 주제이다[10]

[11][12]. 

2008년 필자의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잠시 올렸더니 이

를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만의 수학자

는 이를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여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발간하는 Math. Magazine에 투고하였다.[13] 

해당 편집위원장은 모든 심사과정을 마치고 출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지만 내가 한 번은 꼭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그 원고를 

보내주었다. 그 내용은 최석정이 9차 직교라틴방진을 아마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설명으로 필자

가 보기에도 꽤 타당하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이 한국수학사학회 논문집에 

발표되었다[14]. 전문 사학자의 관점에서 최석정의 ‘구수략(九

數略)’ 전체를 소개하고 특별히 정(丁)에 수록된 9차 직교라틴방

진을 포함한 많은 마방진과 직교라틴방진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을 수록하고 있다.

2011년 초에 필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초청으로 위의 내용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15].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드린 서울

그림 3. Section 2.1 A timeline -  시작 부분

그림 4. 최석정의 지수귀문도(地數龜文圖)

104 | 정보와 통신

주제 | 오일러를 앞선 최석정의 오일러방진



대 수학과 김도한 교수님께서는 최석정을 2013년 대한민국 과

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 이를 기념하여 필자는 대한수학회 소식지로

부터 원고[16]를 초청받았는데, 본고는 이를 한국 통신학회 학

회지에 맞도록 일부 편집한 것이다.

Ⅵ. 마방진과 라틴방진 및 직교라틴방진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은 일반적인 직교라틴방진과 달리 

몇 가지 특이한 성질을 추가로 지닌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마방진과 라틴방진, 그리고 직교라틴방진에 대하여 소개

하겠다.

자연수 n이 주어지면 n차 마방진은 서로다른 n제곱개의 숫자

가 채워진 n×n정방의 배열로써 각 행과 열의 합과 두 대각선

의 합까지 총 2n+2 개의 합이 동일하다는 성질로 정의된다. 여

기서 각 행과 열의 합이 동일하고 대각선의 합이 다르면 ‘준마

방진(semi magic square)’이라 한다. 숫자가 1부터 연속적으로 

n제곱까지 사용되면 ‘정규마방진(normal magic square)’이라 

한다[4].

마방진은 고대 중국의 하나라 우왕 시대(BC 4000년경)에 거

북등에 나타난 3차 마방진 형상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대와 중세를 거쳐 많은 예가 알려져 있다. 독일 미술가 알베

르트 뒤러(1471-1528)의 동판화에 표현된 4차 마방진은 정규

마방진이며, 인도의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이 영국의 수학자 하

디와의 대화 도중 자신의 생년월일 1887년 12월 22일을 첫 행

에 사용한 4차 비정규마방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17].

오늘날 모든 자연수 n > 2에 대해서 n차 마방진을 생성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오일러의 1776년과 1782년 

발표는 다양한 크기의 마방진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가 요점이며, 특이한 점은 많은 경우에 직교라틴방진을 사용했

다는 점이다[6]. 놀랍게도 이는 최석정의 구수략에 기록된 직교

라틴방진이 마방진을 생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만들었다는 사

실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직교라틴방진을 설명하자면 라틴방진

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n차 라틴방진은 n개의 서로 다른 심볼로 채워진 n×n 정방의 

배열로써 모든 행과 열이 이 n개의 심볼 각각을 정확히 한 번씩 

포함해야 한다[4]. 일반적으로 n개의 서로 다른 심볼을 자연수 1

부터 n까지 사용하기도 하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가정하기로 하

자.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라틴방진이 직교한다는 뜻은 이들을 

포개어 동일한 위치(cell)의 숫자로 순서쌍 n2개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직교라틴방진이란, 직교하는 라

틴방진의 쌍을 의미한다. <그림 6>에는 4차와 5차의 직교라틴방

진의 예를 보인다. 

이는 조금 더 특수한 직교라틴방진인데, 그 이유는 방진에 보

이는 4개의 대각선이 모두 1,2,…,n의 순열(permutation)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면 ‘double-

diagonal 직교라틴방진’이라 하며, 6차를 제외한 모든 n > 3에 

대해서 n차 ‘double-diagonal 직교라틴방진’이 존재한다고 알

려져 있다[4].

Ⅶ.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의 두 가지 

특성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9차 마방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 직교라틴방진의 동일한 쎌의 숫자로 순서쌍 (i, j) 를 구성하

여, 이를 9(i-1)+j로 대응시키면 그 결과는 (정규)마방진이 된

다. 이를 편의상 ‘표준생성법’이라 부르자.

‘표준생성법’이 항상 성립할까? 다시 말해서, 임의의 직교라틴

방진을 가지고 여기에 ‘표준생성법’을 적용하면 항상 마방진이 

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이 방법이 

그림 5. 뒤러의 마방진과 라마누잔의 비정규마방진

그림 6. double-diagonal 직교라틴방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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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표준생성법

을 적용하는 직교라틴방진이 (1) ‘double -diagonal 직교라틴

방진’이거나 (2) 홀수 차의 경우 라틴방진 각각에서 한 개의 대

각선이 상수 (n+1)/2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 여기서 3

차의 경우를 다음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림 8>

그 결과는 3차 마방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된 직교

라틴방진의 대각선 네 개 중에 두 개의 위치가 상수 2로 채워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는 또 다른 3차 직교

라틴방진에 ‘표준생성법’을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9>를 

살펴보면 행과 열의 합은 모두 15로 일정하지만 두 대각선의 합

은 각각 24와 12가 되어 마방진이 되지 못하고 준마방진에 머무

르게 된다.

결국, 임의의 직교라틴방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표준생성법’을 

적용해도 반드시 마방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방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좀 더 특별한 충분조건을 만족

하는 직교라틴방진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최석정의 9차 직

교라틴방진은 이를 만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표준생성법’을 적용하여 9차 마방진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로 언급할 만한 특징은 두 라틴방진이 서로 긴밀한 관계

에 있다는 것이다. 좌측 라틴방진의 첫 행의 순서를 역순으로 

뒤바꾸면 우측 라틴방진의 첫 행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대응하는 행에 대해서 성립한다. 결국, 좌우의 라틴방진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이를 좌우로 뒤집어서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편의상 이를 직교라틴방진의 ‘대칭성(symmetry)’이라

고 부르자.(<그림 7> 참조)

이러한 성질은 일부 공학적 응용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다. 

사실 라틴방진이나 직교라틴방진은 순수 수학적 관심 외에도 

공학 분야에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가 IEEE 논문지

에 발표한 2008년의 결과[18]도 라틴방진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널코드인 터보부호의 인터리버 설계의 복잡도(complexity)

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의 대칭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IEEE 학회의 논문지에 1993년 발표된 관련 내용을 소

개할 필요가 있다[19]. 이 논문은 컴퓨터와 메모리의 연결을 병

렬로 구성할 때 직교라틴방진을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제안하는 직교라틴방진과 최

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 발표된 9

차 직교라틴방진을 <그림 10>에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위의 9차 직교라틴방진은 좌측 

라틴방진을 주대각선 중심으로 대칭이동하면 우측 라틴방진이 

된다는 것이다. 최석정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대칭성’이지만 이 

역시 좌우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나머지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9차뿐만 아니라 16차, 25차, 36

차, 등등 모든 제곱수의 크기에 대해서 직교라틴방진을 생성하

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공학 기법에 응용하는 내용까

지 다루고 있다. 

그림 7.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

그림 8. 표준생성법이 적용되어 마방진이 만들어지는 예

그림 9. 표준생성법을 적용했지만 마방진을 만들지 못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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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첫 저자인 K. Kim은 현재 서울시립대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철 교수이며, USC 대학원에서 필자와 비슷

한 시기에 수학했으며, 이 무렵 위의 9차 직교라틴방진을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 셋이서 함께 고민했었는데, 그 세 번째는 현

재 홍익대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정하봉 교수이다. 이제 돌

이켜보니 여기 발표된 9차 직교라틴방진이 최석정의 9차 직교

라틴방진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여

기서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는 대수학에서 중요하게 사

용하는 isomorphism과 비슷한 의미인데, 라틴방진에 대해서는 

이를 ‘isotopism’이라고 한다. 두 개의 라틴방진이 주어졌을 때, 

어느 한 개로부터 시작하여 행 순서 바꾸기와 열 순서 바꾸기, 

그리고 숫자 1,2,...,n의 순서 바꾸기의 조합으로 변형하여 다

른 한 개에 도달 가능하면 이러한 두 라틴방진은 isotopic 관계

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형을 ‘isotopism’이라고 한다[4]. 다

시 말해서, 두 라틴방진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고’ 또한 조합론

의 분류(classification) 관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도 있다는 뜻

이다. 결론적으로,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은 좌우 대칭성

을 지니며, 위에서 소개한 Kim-Prasanna의 9차 직교라틴방

진과 isotopic 관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8][15].

Ⅷ. 마치면서

이제 이 글의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오일러의 직교라틴방진’이 

아니라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이라고 전 세계 모든 수학교과서

에 쓰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과 함께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수귀문도(地數龜文圖)’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 

형성과 모든 가능한 변형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가능한 답

을 찾아내는 일은 이제 남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최석정 선현이 헌

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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