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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Stevin’s Works on Loxodrome and
Equiangular Spiral Curve: Navigation as a Starting

Point of Mathematical Discovery
시몬 스테빈의 등각항로 연구와 등각나선곡선 : 생존을 위한 지식이자

새로운 발견의 출발점이 되었던 항해술

Jung Won 정원

Simon Stevin, a mathematician active in the Netherlands in early seventeenth cen-
tury, parlayed his mathematical talents into improving navigation skills. In 1605,
he introduced a technique of calculating the distance of loxodrome employed in
long-distance voyages in his book, Navigation. He explained how to calculate dis-
tance by 8 different angles, and even depicted how to make a copper loxodrome
model for navigators. Particularly, Stevin clarified in the 7th copper loxodrome
model on the unique features of equiangular spiral curve that keeps spinning and
gradually accesses from the vicinity to the center. These findings predate those of
Descartes on equiangular spiral curve by more than 30 years. Navigation, a branch
of actual mathematics devised for the survival of sailors on the bosom of the ocean,
was also the first step to the discovery of new mathematica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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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해상 무역에서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시

작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16세기까지 아메리카나 아시아로의 항로를 지배

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세력이 약해진 대신 17세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해상에서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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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장악해나갔으며, 인도네시아에 바타비아를 건설하며 식민지 경영도 시작했다. 이러

한 네덜란드의 성공의 요인으로는 네덜란드의 독립 쟁취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과

성공적인 경영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거론된다. 하지만 경제 ·정치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이 당시 네덜란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의 상업

세력의 모험심과 같은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으며, 강력한 해군력으로 대표되는 군사적인

요인도 중요했다. 그리고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즉,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응용 수학의 발전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항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는 폭풍우, 해적 등의 위험 요소들을 극복해야 했다. 갑자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운 좋게 피했다 치더라도 안전한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준비가 필요했다.

오랜 항해를 버텨내야 하는 내구성 좋은 선박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 및 시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목적지와 중간에 정박하게 될 보급항의 정확한 위치

파악도 필요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항해에서 사용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킨 새로운 지도도 요구되었다. 배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각종 항해 기구 역시 필수적인 품목 중 하나였다.

원거리 무역에 주력했던 네덜란드는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네덜란드의 조선 장인들은 내구성이 강하고 용량이 큰 새로운

배들을 개발했으며, 기구 제작자들은 정교한 나침반이나 육분의와 같은 항해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호이헨스 (Christiaan Huygens, 1629–1695)와 같은 유명한 과학자는 항해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자시계를 개발했다. 새로운 투시법을 활용해서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등각도법 지도를 만들어낸 인물도 남부 네덜란드 출신의 메르카토르 (Gerardus,

Mercator, 1512–1594)였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앞서서

해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네덜란드의 수학자 시몬 스테빈

(Simon Stevin, 1548–1620)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스테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

는 십진 소수체계를 처음으로 제안한 수학자이자, 당대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수학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9]. 스테빈은 당시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정치가 마우리츠

(Maurits van Nassau, Prince of Orange, 1567–1625)의 후원을 받던 수학자이자, 군대

에서 병참 장교로도 활약했던 인물이다. 최고 권력자의 개인교사 자격을 유지하던 스테빈은

항해술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항해술과 관련된 책도 출판했다.

스테빈은 두 권의 항해술 관련 서적을 남겼다. 그 하나는『항구 발견법』(De Havenvin-

din, The Haven Finding Art)으로, 여기에서 그는 나침반의 자극 변이를 활용하여 항해

중 경도를 측정하고 목적지로의 항로를 결정하는 법을 소개했다. 다른 하나의 저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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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항해술』(Van de Zeylstreken, The Sailing) 이다. 이 글에서

스테빈은 당시에 항해에서 실제로 선택되던 등각항로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스테빈의

『항해술』은 실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활용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특이한 점도 함께 거론할 수 있다. 스테빈은 항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나선곡선을 발견해내는 성과를 거두어 냈기 때문이다. 비록 바다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지만 항해술이라는

실용 수학의 한 분야는 새로운 발견의 출발점 역할도 했던 것이다.

2 근대 초의 항해술에 대한 관심

스테빈은 기하학, 대수학, 역학, 천문학 및 각종 실용 수학에 대한 자신의 저술들을 집대

성해서 출판한『수학 전집』(Wisconstighe Ghedachenissen, Mathematical Memoirs, 1605,

1608)에 항해술에 관한 글 두 편을 수록했다. 스테빈은 1599년『항구 발견법』을 출판하

면서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정북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약간씩 편향되는 자극편이 현상을

응용해서 바다 위에서 경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14]. 이어 그는 1605년

에는『항구 발견법』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수학 지식을 동원하여 항로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항해술』을 출판했다.

스테빈이 항해술과 관련된 책들을 출판한 1600년경은 네덜란드에서 항해술에 대한 관심

이 특별히 증대되고 있던 시기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시아에서 후추를 실은 배가 1597년

도착하면서 원거리 무역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 사업임이 밝혀졌다 [8]. 아시아 무역이 엄청

난 이윤이 남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사업가들이 이 무역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

해졌고, 네덜란드의 의회인 전국 의회(State General)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를 설

립했다. 당시 전국 의회를 대표하던 정치가 올덴바르너벨트 (Johan van Oldenbarnevelt,

1547–1619)와 독립 운동을 이끌던 상징적 지도자 마우리츠의 주도로 1602년에 세워진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무역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7].

동인도 회사 설립 후 네덜란드 정부는 항해술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스테빈은

그러한 노력에 동참한 수학자 중 한 명이었다. 스테빈의 저술들이 출판된 연도를 보면 동

인도 회사 설립 전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항해술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비단

네덜란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다. 당시에 해상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 역시 항해술의 발전에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스페인

의 경우 펠리페 2세는 선원들에게 항해술을 교육하기 위한 센터를 1575년에 개소했으며,

1582년에는 마드리드에 수학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수학 아카데미의 커리큘럼 중 가장

중요시되었던 분야 중 하나는 항해술이었다 [6]. 영국에서도 16세기 이래 항해술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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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원거리 무역회사였던 모스크바 회사 (the Muscovy

Company)의 주도 아래 로버트 레코드 (Robert Record, 1510–1558), 존 디 (John Dee,

1527–1608) 등의 수학자가 작업에 참여했었다 [13].

네덜란드의 전국 의회 역시 항해술의 개선에 지원을 아까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심은

마우리츠도 공유하고 있었다. 전국 의회와 마우리츠의 항해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스테빈에게 이어졌다. 성공한 장교로서, 그리고 마우리츠의 후원을 받는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스테빈은 전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인맥을 쌓는 과정에서 항해술 개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봉사 중 하나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출판되게

된 스테빈의 항해술 관련 연구로 인해 스테빈은 이후에 각종 항해술 개선 위원회에 참여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고, 그의 저술들이 번역되어 외국에 소개되며 국제적인

명성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3 『항해술』과 등각항로

동인도회사가 설립된 직후에 출판된『항해술』에서 스테빈이 설명하는 내용은 항해에서

선택될 수 있는 항로의 종류와 항로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는 먼저 항해에서 선

택될 수 있는 항로로 대권항로 (great-circle track)와 등각항로 (loxodrome)를 소개했다.

대권항로는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운항하는 항로이며, 등각항로는 경선과

동일한 각을 유지하며 목적지와 출발지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대권항로가 최단 거리 항로

이기 때문에 등각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면 다소 거리를 돌아서 항해하게 된다.

두 가지 항로의 정의를 설명한 뒤 스테빈은 대부분의 지면을 등각항로의 설명에 할애

했다. 그가 등각항로를 더 자세히 다룬 이유는 당시 항해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항법이 등

각항로를 따라서 항해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대권항로는 최단 거리를 가로질러간다는

분명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해를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권항로에서는 경선과 항로가 이루는 각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항해사는 배의

방향을 계속 바꾸어가며 항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상에서 배의 위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한 항해법이었다.

반면 스테빈이 설명하는 등각항로는 그 이전까지 항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주로 사용하던 위선을 따라가다가 경선을 다시 따라가는 방식의 항법에 비해 거리를

많이 단축시키면서도 실제로 사용가능한 방법이었다. 등각항로는 대각선에 가까운 두 지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운항하면서도 나침반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한 채로 배를 몰 수

있기 때문이었다. 등각항로에 대한 최초의 저술을 남긴 인물은 포르투갈의 항해술 전문

가이자 수학자였던 페트루스 노니우스 (Petrus Nonius, Pedro Nunes, 1492–1577)였다.

노니우스는 1537년에 출판한 책에서 경선과 동일한 각을 유지하며 항해하는 선을 항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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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程線, rhumb line)이라 정의했고, 이 선이 매우 복잡한 곡선임을 지적했다 [3]. 노니우

스가 제안한 항정선은 메르카토르가 1569년에 등각항로가 지도 위에서 직선으로 표시되는

항해용 지도를 제작하여 발표하면서 실제로 항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지도 위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한 직선을 그린 후 이 직선과 경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면 항해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일정한 방향이 간편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등각항

로를 따라가는 항해에서 이제 남은 사안은 항로상의 거리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스테빈이

한 작업은 바로 이 마지막 문제인 등각항로의 거리 문제 해결이었다.

스테빈이 등각항로의 거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움을 받은 인물은 에드워드 라이트

(Edward Wright, 1561–1615)라는 영국의 수학자였다. 라이트는 1599년에 출판한『항해

에 있어서의 몇 가지 오류들』(Certain Errors in Navigation)이라는 책에서 10´단위로 시

컨트 (secant) 표를 제작한 결과를 활용하여 몇몇 경우에 대한 항정선 표 (table of rhumb)

를 제작했다. 스테빈은 라이트의 책에서 제시된 시컨트 표를 이용해서 등각항로 위에서의

거리 문제를 탐구했다. 라이트는 스테빈의『항구 발견법』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할 정도

로 수학을 활용한 항해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스테빈은『항해술』에서

라이트의 표의 제작 원리를 설명했고, 표를 사용해서 여러 경우에 등각항로의 모양과 그

거리를 계산하는 법을 소개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막 설립되어 아시아 항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때 실제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거리를 단축시키며 손쉬운 항해를 가능케 하는 등각항법에

대한 소개서를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출판함으로써 스테빈은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활용하

여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등각항로를 나타내는 항정선의 실제

구리 모형을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소개하면서 실제로 네덜란드 선박들의

항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스테빈의 후

원자 마우리츠는 “이 주제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5].

4 스테빈의 등각항로 거리 계산

『항해술』에서 스테빈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등각항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

다. 아래 Figure 1은 스테빈이 등각항로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적도와 경선이 그려

져 있고 RXYABZ로 이어지는 선이 바로 등각항로를 나타내는 항정선이다. 이 선은 실제

구형의 지구 위에서는 세로로 그어진 경선과 모두 같은 각도를 이룬다. 스테빈은 총 8개의

경우에 대한 항정선 표 (등각항로 표)를 수록하고 이의 제작 원리를 설명했다. 스테빈이 설

명한 첫 번째 등각항로 표는 Figure 1에서 XRQ = 78°45′이 되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에 대한 표였다. 두 번째 등각항로 표는 XRQ = 67°30′ 가 되는 경우이고,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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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에서 라이트의 표의 제작 원리를 설명했고 표를 사용해서 여러 ·우에 등각항로의 모양과 그 거리를 , 』
계산하는 법을 소개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막 설립되어 아시아 항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때 실제적   
으로 가장 유용하° 거리를 단축시키며 손쉬운 항해를 가능케 하는 등각항법에 대한 소개서를 네덜란드
에서 최초로 출판함으로써 스테빈은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활용하여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기회를 잡았
던 것이다 그는 등각항로를 나타내는 항정선의 실제 구리 모형을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 
소개하면서 실제로 네덜란드 선박들의 항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 
연구에 대해 스테빈의 후원자 마우리츠는 이 주제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탐구하는 s
것 이라고 평가했다t .M&5N

스테빈의 등각항로 거리 계산). 
항해술 에서 스테빈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등각항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아래 그림    . 0『 』

은 스테빈이 등각항로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적도와 ·선이 그려져 있고 로 이어지는 &2 , DJK34L
선이 바로 등각항로를 나타내는 항정선이다 이 선은 실제 구형의 지구 위에서는 세로로 그어진 ·선과 . 
모두 같은 각도를 이룬다. 

                    
그림 & 등각항로 혹은 항정선
(Z]f]Rr][S ]r rVc[P ZWnS 

 

스테빈은 총 개의 ·우에 대한 항정선 표 등각항로 표 를 수록하고 이의 제작 원리를 설명했다 스   - (  . 
테빈이 설명한 첫 번째 등각항로 표는 그림 에서 0 &2 ∠JDC1,-i)5�이 되는 매우 가파르° 상승하는 곡
선에 대한 표였다 두 번째 등각항로 표는 . ∠JDC1+,i(0�가 되는 ·우이고 이어지는 표들은 그 각도가 , 
&&i&5 �씩 줄어드는 ·우에 대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번째 표는 . , ∠JDC1&&i&5�인 ·우에 대
해 마지막 번째 표는 적도에 평행인 ·우에 대해 제작되었다 즉 스테빈은 , - . &&i&5�라는 동일한 간격을 
두고 총 개의 표를 작성한 것이다 그림 는 - . 0 '2 ∠JDC1,-i)5�가 되는 첫 번째 등각항로 전체와 ∠
JDC1+,i(0�인 두 번째 등각항로 일부를 수록한 표이다 이 표에는 그림 에서 적도 그림의 의 한 . 0 &2 ( N> 
지점 그림에서는 을 출발하여 북극 그림의 까지 도달하는 ·로에서의 ·도 위도 거리에 대한 정보( D ( M , , 
를 담아낸 칸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표는 ·도 만큼 등각항로로 운항할 때 도달하° 되는 지점의 위. &n
도와 그 동안의 운행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림 에서 드러나듯이 실제 표는 . 0 '2

Figure 1. Tloxodrome or rhumb line; 등각항로 혹은 항정선

표들은 그 각도가 11°15′씩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7번째 표

는 XRQ = 11°15′인 경우에 대해, 마지막 8번째 표는 적도에 평행인 경우에 대해 제작되

었다. 즉 스테빈은 11°15′라는 동일한 간격을 두고 총 8개의 표를 작성한 것이다. Figure

2는 XRQ = 78°45′가 되는 첫 번째 등각항로 전체와 XRQ = 67°30′인 두 번째 등각항로

일부를 수록한 표이다. 이 표에는 Figure 1에서 적도 (그림의 NL)의 한 지점 (그림에서는

R)을 출발하여 북극 (그림의 M)까지 도달하는 경로에서의 경도, 위도,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아낸 칸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표는 경도 1˚만큼 등각항로로 운항할 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의 위도와 그 동안의 운행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하지만 Figure 2에서

드러나듯이 실제 표는 완벽하지 않다. 위도 부분은 모두 빠짐없이 수치들이 들어있지만,

거리를 수록해야 할 세 번째 칸은 처음 두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빈칸이다. 이는 스테빈의

의도가 표 자체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고, 표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표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관심과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

스테빈이 설명하고 있는 등각항로 표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의 빈칸을

메꾸기 위해서 스테빈은 또 하나의 표를 필요로 했다. 그것은 역시 라이트가 그의 저술에서

제시했던 시컨트 표였다. Figure 3은 스테빈이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항해술』에 수록한

시컨트 표이다.

앞의 Figure 1에서 RZ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표

를 완성하는 스테빈의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경도 1°만큼 배가 운행했을

때 그 지점의 위도를 구하는 것이다. RZ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 선이므로 XRQ = 78°45′

이다. 경도 1°만큼 운행했을 때 배의 위치는 X가 될 것이고 이 지점의 위도는 QX로 표현

된다. QX를 구하기 위해 XQR을 평면 삼각형으로 간주한다면 이 삼각형은 3개의 알려진

요소를 가지게 된다.(XRQ = 78°45′, XQR = 90°, RQ = 1°) 유클리드에 의하면 이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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ǒ벽하지 않다 위도 부분은 모두 빠짐없이 수치들이 들어있지만 거리를 수록해야 할 세 번째 칸은 처. , 
음 두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빈칸이다 이는 스테빈이 의도가 표 자체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고 표를 . ,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표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관심과 기회. , s
가 있으신 분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t .M&5N 

      
그림 ' 항해술 에 수록된 등각항로 표『 』
(FOPZS ]T Z]f]Rr][S Wn EbSdWnra 
HOn RS LSgZabrSYSn 

              

그림 ( 스테빈이 계산에 사용한 시컨
트 표(aSQOnb  (FOPZS ]T aSQOnb Wn Wn 
EbSdWnra HOn RS LSgZabrSYSn 

스테빈이 설명하고 있는 등각항로 표를 ǒ성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의 빈칸을 메꾸기 위   . 
해서 스테빈은 또 하나의 표를 필요로 했다 그것은 역시 라이트가 그의 저술에서 제시했던 시컨트 표였. 
다 그림 은 스테빈이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항해술 에 수록한 시컨트 표이다. 0 (2 .『 』

앞의 그림 에서 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표를 ǒ성하는    0 &2 DL
스테빈의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도 만큼 배가 운행했을 때 그 지점의 위도를 구. &i
하는 것이다 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 선이므로 . DL ∠JDC1,-i)5 �이다 ·도 만큼 운행했을 때 배의 위. &i
치는 가 될 것이고 이 지점의 위도는 로 표현된다 를 구하기 위해 J CJ . CJ � 을 평면 삼각형으로 JCD
간주한다면 이 삼각형은 개의 알려진 요소를 가지° 된다( .(∠JDC1,-i)5�, ∠ 유클리JCD1.0i, DC1&i  
드에 의하면 이 삼각형에서 나머지 개의 요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 CJ15i&�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렇° 구한 를 표에서 ·도 에 대한 위도 칸에 써 넣으면 된다CJ &i .

& 이 부분에서 스테빈은 삼각형의 세 요소를 알면 나머지 세 요소를 구할 수 있다는 유클리드의 정리를  
독자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예상하는 듯 전혀 부연 설명을 보태지 않고 있다 참고로 스테빈은 . 

년대의 수학 저술들에서는 똑같은 정리를 이용할 때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이 정리가 수록된 &5-0
원론 의 권수와 정리 번호를 제시했었다.『 』

Figure 2. Table of loxodrome in
Stevin’s Van de Zeylstreken;『항해술』
에 수록된 등각항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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ǒ벽하지 않다 위도 부분은 모두 빠짐없이 수치들이 들어있지만 거리를 수록해야 할 세 번째 칸은 처. , 
음 두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빈칸이다 이는 스테빈이 의도가 표 자체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고 표를 . ,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표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관심과 기회. , s
가 있으신 분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t .M&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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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빈이 설명하고 있는 등각항로 표를 ǒ성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의 빈칸을 메꾸기 위   . 
해서 스테빈은 또 하나의 표를 필요로 했다 그것은 역시 라이트가 그의 저술에서 제시했던 시컨트 표였. 
다 그림 은 스테빈이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항해술 에 수록한 시컨트 표이다. 0 (2 .『 』

앞의 그림 에서 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표를 ǒ성하는    0 &2 DL
스테빈의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도 만큼 배가 운행했을 때 그 지점의 위도를 구. &i
하는 것이다 선이 첫 번째 등각항로 선이므로 . DL ∠JDC1,-i)5 �이다 ·도 만큼 운행했을 때 배의 위. &i
치는 가 될 것이고 이 지점의 위도는 로 표현된다 를 구하기 위해 J CJ . CJ � 을 평면 삼각형으로 JCD
간주한다면 이 삼각형은 개의 알려진 요소를 가지° 된다( .(∠JDC1,-i)5�, ∠ 유클리JCD1.0i, DC1&i  
드에 의하면 이 삼각형에서 나머지 개의 요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 CJ15i&�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렇° 구한 를 표에서 ·도 에 대한 위도 칸에 써 넣으면 된다CJ &i .

& 이 부분에서 스테빈은 삼각형의 세 요소를 알면 나머지 세 요소를 구할 수 있다는 유클리드의 정리를  
독자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예상하는 듯 전혀 부연 설명을 보태지 않고 있다 참고로 스테빈은 . 

년대의 수학 저술들에서는 똑같은 정리를 이용할 때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이 정리가 수록된 &5-0
원론 의 권수와 정리 번호를 제시했었다.『 』

Figure 3. Table of secant in in
Stevin’s Van de Zeylstreken; 스테빈이
계산에 사용한 시컨트 (secant) 표

형에서 나머지 3개의 요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QX = 5°1′를 계산해 낼 수 있다.1) 이렇게

구한 QX를 표에서 경도 1°에 대한 위도 칸에 써 넣으면 된다.

이제 경도 2°, 3°만큼 운행했을 때 위도에 해당하는 PY, DA의 값을 구해야 한다. 이 길

이들은 앞의 QX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시컨트 표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먼저 라이트의 시컨트 표에서 경도 1° 이동했을 때 위도 값인

QX = 5°1′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3014이다.2) 3014의 값이 2배가 되면 6028인데 시컨트

표에서 이 값을 가지는 각을 찾으면 10°이고, 이 값이 경도 2°에 해당하는 위도 PY의 값이

된다. 경도 3°에 해당하는 위도 DA는 3014를 3배한 9042의 값을 가지는 각을 시컨트 표에서

찾으면 되고, 결과는 14°54′ 이다. 나머지 위도 값들은 3014의 4배, 5배를 계산해서 시컨트

1) 이 부분에서 스테빈은 삼각형의 세 요소를 알면 나머지 세 요소를 구할 수 있다는 유클리드의 정리를 독자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예상하는 듯 전혀 부연 설명을 보태지 않고 있다. 참고로 스테빈은 1580년대의 수학
저술들에서는 똑같은 정리를 이용할 때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이 정리가 수록된『원론』의 권수와 정리
번호를 제시했었다.

2) Figure 3를 보면 확인되지만 사실 라이트의 시컨트 표에 5°1′ 에 해당하는 값은 나와 있지 않았다. 표에
제시된 값은 5° = 3004와 5°10′ = 3100뿐이다. 이는 10′ 의 각도 차이에 대해 96의 시컨트 값의 차이가
남을 의미하는데, 비례식을 이용하면 1′ 에 대해서는 9.6의 차이가 계산된다. 따라서 5°1′ 의 시컨트 값은
5° + 1′ = 3004 + 9.6 = 3013.6이 된다. 이 값을 반올림하면 3014가 나온다. 다른 부분에서 표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값을 구해야 할 때 스테빈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스테빈은 본문 중에서 이러한
계산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항해술』이 어느 정도의 수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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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

위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스테빈은 빈칸으로 남아있는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

명했다. 경도 1°, 2°, 3° 만큼 항해 했을 때 운행거리, 즉 등각항로의 거리는 RX, RY, RA

이다. 스테빈은 이 길이들을 기본적으로 유클리드의 평면 삼각형에 대한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냈다. 먼저 RX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XQR은 3가지의 알려진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요소들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RX를 구할 수 있고, 결과는 5°6′54′′ 이다.

이 값을 반올림한 5°7′ 을 경도 1°의 거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칸에 넣으면 된다. 이어서 RY

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진다. YCX는 3가지의 알려진 요소 (YCX = 90°, YXC = 78°45′,

CY = PY−CP = PY−XQ = 10°−5°1′ = 4°59′)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요소들도 유클

리드의 정리에 의해 구해낼 수 있다. 따라서 XY = 5°12′54′′를 구할 수 있다. RY = RX+XY

이므로, 그 값은 10°19′48′′ 이다. 이 값을 반올림한 10°20′ 이 경도 2°의 거리인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값이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경도 3°에 해당하는 RA와 그 이후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스테빈의 설명이었다.3)

이와 같이 스테빈은 라이트의 표의 제작 원리를 설명함으로 네덜란드인들이 이 표를 개선

해서 실제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셈이다. 스테빈은 라이트의 표가 불완전한

이유 중 하나로 시컨트 표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덜란드의 선박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이

이론과 실용의 조화를 추구했던, 그리고 네덜란드의 발전을 기대했던 스테빈이 수학자로써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도움이었던 것이다.

5 항해술에서비롯된뜻밖의새로운발견

『항해술』은 17세기 초 수학자의 실제적인 활동과 수학의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전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테빈은 과학사 및 수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 그 발견은 7번째 등각항로 모형과 그 특징을 보여주는 등각항로 표에서

이루어졌다.

3) 두 번째 길이인 RY를 구하는 과정에서 스테빈은 큰 삼각형 △RPY를 사용하여 RY를 직접 구하지 않고 작은
삼각형 △XCY를 이용해서 XY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이 값에 RX를 더해 RY를 구해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테빈이 간단해 보이는 큰 삼각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삼각형들이 엄밀히 말하면 구면 삼각형이지 평면
삼각형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계산 과정에서 스테빈은 평면 삼각형에 대한 정리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값을
구해냈는데, 구면 삼각형에 평면 삼각형에 대한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삼각형이 근사적으로 비슷해야
한다.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 경우 구면 삼각형은 평면 삼각형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삼각형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 구면 삼각형과 평면 삼각형의 모양은 사뭇 달라져서 정리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빈은 작은 삼각형을 선택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스테빈은 이러한 구면 삼각형과 평면 삼각형의 근사에 대한 지식까지도 독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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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술 은 세기 초 수학자의 실제적인 활동과 수학의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중   &,『 』
요한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전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 주목을 받지 못
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테빈은 과학사 및 수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을 해냈다 그 . . 
발´은 번째 등각항로 모형과 그 특징을 보여주는 등각항로 표에서 이루어졌다, . 

스테빈은 등각항로 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며 등각항로상의 거리를 계산해냈다 그는 이 결과를 토   . 
대로 실제 항해사들이 등각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항해 기구를 제작하는 법을 
설명했다 그 기구는 지구의에 부착하여 등각항로를 쉽°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리 모형이었다. . 
구리 모형은 아래의 그림 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지구의가 있을 때 모형의 중심부분을 북극0 )2 . 
에 맞추고 아래 부분을 적도에 맞추면 배가 나아갈 항로가 구리 모형에 의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스테빈이 제작한 구리 모형 중 특히 눈에 띄는 신기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림 의 항로와    0 )2
·도가 이루는 각이 인 번 째 등각항로를 표현한 번째 모형이다 이 그림에서 아래쪽은 적도상&&i&5 , , . u
의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고 중앙 부분이 북극에 해당한다 번째 등각항로가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나, . ,
타나는 이유는 ǒ만한 ·사각 때문이고 이 ·로로 항해를 하° 되면 실제로는 지구를 몇 바퀴 실제로는 (
셀 수 없이 많은 바퀴 를 돌아야 북극에 다다르° 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          

    
그림 ) 번째 등각항로 모형,
(FVS ,bV Q]ppSr []RSZ ]T 
Z]f]Rr][S Wn EbSdWnra 
HOn RS LSgZabrSYSn  

               

그림 5 번째 등각항로 표, (FVS ,bV bOPZS 
]T Z]f]Rr][S Wn EbSdWnra HOn RS 
LSgZabrSYSn 

번째 등각항로 모형에서 제시된 곡선의 특징은 그림 의 번째 등각항로에 대한 표의 마지막 부   , 0 52 ,
분에서 더욱 명확하° 드러나 있다 표를 잘 살펴보면 첫 칸의 위도는 이며 마지막 칸의 위도는 . -.i(,u

Figure 4. The 7th copper model of
loxodrome in Stevin’s Van de Zeyl-
streken; 7번째 등각항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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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더욱 명확하° 드러나 있다 표를 잘 살펴보면 첫 칸의 위도는 이며 마지막 칸의 위도는 . -.i(,u

Figure 5. The 7th table of loxodrome
in Stevin’s Van de Zeylstreken; 7번째 등
각항로 표

스테빈은 등각항로 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며 등각항로상의 거리를 계산해냈다. 그는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항해사들이 등각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항해 기구를

제작하는 법을 설명했다. 그 기구는 지구의에 부착하여 등각항로를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리 모형이었다. 구리 모형은 Figure 4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지구의가 있을

때 모형의 중심부분을 북극에 맞추고 아래 부분을 적도에 맞추면 배가 나아갈 항로가 구리

모형에 의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스테빈이 제작한 구리 모형 중 특히 눈에 띄는 신기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은 Figure 4의

항로와 경도가 이루는 각이 11°15′인 7번 째 등각항로를 표현한 7번째 모형이다. 이 그림에서

아래쪽은 적도상의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고, 중앙 부분이 북극에 해당한다. 7번째 등각항로가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완만한 경사각 때문이고 이 경로로 항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지구를 몇 바퀴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바퀴)를 돌아야 북극에 다다르게 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7번째 등각항로 모형에서 제시된 곡선의 특징은 Figure 5의 7번째 등각항로에 대한 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표를 잘 살펴보면 첫 칸의 위도는 89°37′ 이며

마지막 칸의 위도는 89°59′이다. 즉 이 표는 북극에 거의 가까워진 경우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

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경도 부분을 살펴보면 215°로 시작되어 첫 번째 줄의 맨 아래 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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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가 되어있으므로 첫 번째 회전을 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줄의 첫째 칸은

6°로 시작되어 경도가 계속 증가하다 세 번째 줄 중간쯤에서 다시 360°가 된다. 즉 두 번째

회전을 한 셈이다. 세 번째 줄 중간에서 다시 15°로 시작된 자료는 네 번째 줄 중간에서 또 다시

360°가 되어 세 번째 회전을 마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료는 네 번째 회전을 완수한다.

즉 이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불과 위도 22′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네 번의 회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 표에서 경도의 간격이 5°, 6°, 10°, 15°, 20°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위도가 더 높아지면 그 회전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는

Figure 4의 중심 부분에서 곡선이 거의 무한한 회전을 이루면서 북극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Figure 4에서 보이는 나선형 곡선과 중심부에서의 무한한 접근이라는 그 곡선의 성질을

스테빈이 밝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역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이 곡선은 근대 초

곡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무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예로써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곡선의 발견자로는 스테빈이 아니라 그보다 약 30여년

후의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1650)가 거론된다. 수학사가인 보이어 (Boyer)는 이

곡선에 대한 논의가 갈릴레오 (Galileo Galilei, 1564–1642)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그의 유명한 저술『두 가지 새로운 과학』(Discorsi e Dimostrazioni

Matematiche Intorno a Due Nuove Scienze, 1638)에서 회전하는 지구 위로 물체가 떨어졌을

때 만약 그 물체가 지구의 땅 속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다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그 문제는 메르센 (Marin Mersenne, 1588–1648)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이는 바로 데카르트로, 그는『기하학』(La Géométrie,

1637)을 출판하고 일 년 후인 1638년에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등각나선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했고, 이 곡선의 특징으로 중심에 가까이 가되 중심에 도달할 수는 없음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1].

대부분의 수학사 학자들은 이러한 보이어의 주장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등각나선곡선을

데카르트의 새로운 곡선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 속에서 받아들였고, 또한 이 사례를 역학적

문제가 새로운 수학적 발견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 좋은 예로 생각해왔다4)[2]. 그러나 우리는

데카르트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 곡선이 실제로는 스테빈에 의해서 먼저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법까지 소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밝혔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 곡선의 무한 접근성 역시 어느 정도는 스테빈에 의해 그

베일이 벗겨져 있었던 점 또한 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스테빈이 ‘무한 접근’

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수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라면

4) 보이어의 해석이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스의 책이다. 보스는 데카르트의
여러 곡선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파헤친 저술에서 등각나선곡선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 역시 데카르
트가 여러 역학적 곡선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던 중에 이 곡선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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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빈이 제시한 표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7번째 등각항로 모형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증거는 등각나선의 발견자에 대한 우선권 논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일단 곡선 자체의 발견은 분명히 스테빈이 데카르트에 비해 앞선다는 것이 명백하다. 문제는

곡선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이다. 이 곡선의 특징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곡선이 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과 동일한 각을 이루는 등각 곡선이라는

점과 중심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이 중 등각 곡선이라는 점은 스테빈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곡선의 모양이 나온 출발점 자체가 등각항로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인

무한 접근성이란 특징 역시 스테빈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그가 제시했던 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표에서 1회전에 필요한 위도의 증가량은 9′, 3′, 1′ 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곡선이 중심부인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는 89°59′에서 끝이 나는데 이는 곡선이 중심에 정확하게 다다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등각나선곡선에 대한

수식화는 데카르트가 달성했을지 몰라도 곡선 자체를 발견하고 수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제안한

것은 스테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5)

6 맺음말

근대 초 유럽에서 항해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튼튼한 배, 관측기구, 항로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수적이었지만, 여기에

더해 실제 항로를 잡고 계산해 내는 수학을 활용한 항해술 지식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5) 만약 스테빈이 무한 접근성을 데카르트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견의 우선권을 데카르
트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스테빈의 기여는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이 곡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데카르트가 스테빈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스테빈이 생존해 있던 1618년 마우리츠의 캠프에 군대 견학을
위해 머무른 적이 있었으며,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마우리츠의 수학자인 스테빈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아이작 비크먼 (Isaac Beeckman, 1588–1637)과 깊은 학문적 교류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스테빈은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비크먼의 형에게 의뢰했었다. 따라서 비크먼 형제를
매개로 한 스테빈과 데카르트의 직접적인 접촉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데카르트가 그의
굴절법칙과 관련해서 스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스넬은 바로 스테빈의『수학 전집』의 라틴어 번역판을 출판한 인물이며, 스테빈과 아주 절친했던 인물이다.
데카르트가 스넬의 논의를 참고했다면 그를 통해 스테빈의 아이디어를 접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그의 학문적 활동의 대부분을 네덜란드에서 수행했다. 그러한 데카르트가
당시 네덜란드의 대표적 수학자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스테빈의 저작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스테빈에게 등각나선의 발견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데카르트에게 매우 중요한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데카르트가 스테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 연구자들 또한
스테빈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데카르트의 다양한 측면을 재조명하기
위해 1992년에 출판된 The Cambridge Companion to Descartes에서 스테빈의 이름은 찾아보기 (index)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비크먼, 가상디 등의 이름은 아주 빈번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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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였다. 17세기에 아메리카와 아시아로의 항해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항해술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수학자 스테빈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자신의 수학 지식을 항해술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다.

스테빈은 등각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의 항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저술『항해

술』을 통해서 실제 항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학이 국가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었다. 이는 네덜란드

최고 권력자인 마우리츠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던 스테빈의 신분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실용적인 학문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테빈은 항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손쉽게 계산의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항로 모형을 제작하기도 했다.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테빈은 등각나

선곡선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발견해 냈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해술이라는

실용적 지식은 새로운 수학적 발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등각항로 곡선은 발견자의 문제와 더불어 실용수학의 학문적 영향에 대한 재 고찰을 요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의 과학사 혹은 수학사 연구에서 16, 17세기는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가 퍼지고 또한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받아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 중 이 시기에 주목받기 시작한 새로운 곡선들의 등장은

미적분학의 발명과 맞물려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술에서는

새로운 곡선들이 수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으로 운동학적

혹은 역학적 연구를 꼽고 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갈릴레오의 포물선 운동 분석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갈릴레오가 포물선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 그가 투사체 운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 낙하 운동을 합성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6) [5].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제기함에 있어서 갈릴레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의 포격술과 관련해서 포탄의 궤적 문제가 중요해지면서였

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7) [10]. 하지만 문제는 어느 역사가도 실제 포탄의 궤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당대의 실용수학자들의 팸플릿이나 서적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문제를 던져주었다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테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등각나선곡선의 경우 수학사학자들은 이 곡선이 등장하게

6)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드레이크를 들 수 있다. 그는 갈릴레오의 실제 노트를 분석하여 포물선
궤적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갈릴레오가 실제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낙하운동과 관성 개념에
기초한 등속 운동을 이해하고 이 두 운동을 결합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7) 김영식은 탄환의 발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학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역학 연구에
활력을 가져다 준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관심이 실제 역학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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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경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궤적, 다시 말해 운동학적 배경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등각나선곡선은 이보다 앞서서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문제의 맥락에서 먼저 발견되

었다. 비록 아직까지 해석 기하학을 이용해 곡선을 수식화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창안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스테빈이 등각나선곡선의 수식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실제적

필요성 혹은 실용 수학적 작업이 단순히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곡선의

모양과 특징까지 밝혀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테빈의 기여는 주목할 만하다. 17세기 초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던 실용적 항해술의 맥락에서

스테빈은 새로운 곡선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테빈과 등각 곡선의 사례는 역학적 맥락에 치우쳐져 이루어져 왔던 근대 초 수학사

에 대한 연구가 실용적 맥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당시 실제

수학을 연구 혹은 활용하고 있던 인물 중 역학과 실용 분야 중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

다수였는가를 확인해 보면 더욱 증가된다. 과학혁명기의 수학자를 분류한 수학사학자 마호니

(Mahoney)의 주장을 보아도, 혹은 당시 수학자들이 실제 종사분야를 확인한 과학사학자

웨스트팔 (Wstfall) 의 연구를 보아도 공통적인 결론은 역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축성술, 항해술과 같은 실용 분야에 관여했던 수학자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12, 16]. 이

렇게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실제 작업을 수행했던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리라 추측이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는 수학사학자들이 실용적인

수학저술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테빈의

『항해술』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금 조명되어야 할 중요한 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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