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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 Pacioli
루카 파치올리

Kim Sung Sook 김성숙 Khang MeeKyung* 강미경

Luca Pacioli was a Franciscan friar, a prolific writer, a devoted teacher, a mathe-
matician and a close friend of Leonardo da Vinci. He is also known to be the“father
of accounting”. He is best remembered for his two books on mathematics:『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and『De divina proportione』.
These two books, which were printed in the field of mathematics for the first time
by using Gutenberg’s printing technolog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ath-
ematics in Europ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various aspects of his life and
mathematical contribution of Pacioli based on these two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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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치올리 (Luca Pacioli)는 이탈리아의 수학자로 1445년 산 세폴크로 (San Sepolcro)의

보르고 (Borgo)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인 보르고의 이름을 따서 루카 디

보르고 (Luca di Borgo)라고도 부른다. 파치올리는 산 세폴크로에서 계산학교1)(abacus

school)를 다녔다. 13세기 초까지는 오직 상류 계급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대학에

서는 오직 라틴어와 로마숫자만 통용되었다. 그러나 피보나치가『산반서』를 통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한 후에 상류계급이 아닌 사람들도 수학 교육을 받게 되었다.『산반서』를 가르치는

사람을 주판의 달인 (maestri d’abbaco)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들은 계산을 할 때 주판을

사용하지 않고 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당시에 부유한 상인들은 자녀들에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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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나치가『산반서』를 이탈리아에 소개한 이후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산술을 가르치던 학교나 개인교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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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학교를 세웠다. 이런 학교가 바로 파치올리가 다닌 계산학교이다. 13세기부터 16

세기까지 약 500여개의 계산학교의 교과서들이 있었고 그 중 300여개는 손으로 쓴 필사본

이다. 이런 책 중에 가장 잘 쓰여진 책이 파치올리가 쓴『산술집성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이다.

또한 그는 토스카나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였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많은 교류를 한

인물로『신성비례 (De Divina Proportione)』등 수학에 관한 여러 책을 저술하여서 피보나치

이후에 유럽 수학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말년에 고향인 산 세폴

크로로 돌아가 1517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파치올리는 복식부기로 인하여 ‘회계학의 아버지’로서 회계학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산술집성』중 복식부기 부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가

저술한 수학 서적은 그 시대에 있던 여러 수학 이론을 정리하거나 쉬운 언어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수학의 대중화와 교수자로서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회계학 분야 이외에

는 파치올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생애와 그의 저술서 중『산술집성』과『신성비례』를 중심으로 그가 후세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파치올리의생애

2.1 파치올리의어린시절과프란체스카와의만남

파치올리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산 세폴크로에서 비폴치 (Befolci)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집을 떠나 영특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16]. 그는 라틴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산 세폴크로에서 쓰던 토스카나

(Toscana) 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치올리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비폴치 (Befolci)가족은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ncesca)가 파치올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역할을 한 것 같다. 파치올리는 공식적으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화법과 수학 그리고 원근법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16]. 델라

프란체스카는 파치올리와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위대한 예술가이자 수학자로 이미 우르비노

(Urbino)와 로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3]. 델라 프란체스카는 1460년에 고향으로 돌

아와서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설계 이론을 기초로 하여 건축적 투영법을 도입한

원근법의 선구자로 활동하면서 원근법에 관한 책도 저술하였다. 파치올리가 책을 좋아하고

또한 영특한 것을 알게 된 델라 프란체스카는 파치올리를 우르비노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안에 있는 궁전 도서관에서 많은 고문서를 이용하게 하였다 [10]. 당시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 중 하나였다. 여기서 파치올리는 많은 도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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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도서 자료들은 그의 저술에 큰 기초가

되었고, 델라 프란체스카는 파치올리의 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2.2 베네치아에서첫번째산술책저술

그는 19세인 1463년에 산 세폴크로를 떠나 베네치아로 가서 부유한 상인인 롬피아시

(Antonio Rompiasi)의 세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당시의 가정교사는 하인과 같이 신분

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치올리는 이 집에서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6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와 자료를 어디에서 얻을지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세 아들을 가르칠 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르비노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때 파치올리는 교사로서 교육 경험을 얻게 되었고, 또 세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책을 저술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산술 책인 것이다. 이 책은 롬피아시의 세 아들에게

헌정된 것으로 롬피아시가 사망한 해인 1470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업을 도와주

면서 상업부기도 배우며 경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무역이나 경영에

대하여 배우기에는 베네치아만큼 좋은 도시는 없었다. 후에 그가 저술한『산술집성』은 그때

배운 상업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복식부기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것이다.

2.3 로마에서알베르티와의만남

1470년에 그는 베네치아를 떠나 로마로 가서 교황 바오로 2세의 공문서 보관소장이며

건축가였던 알베르티 (Leone Battista Alberti)의 집에서 몇 개월간 머물렀다. 당시 로마는

고대의 유적들만 있는 도시여서 베네치아보다 인구가 작은 도시였으며, 큰 성벽의 안쪽은

밭과 풀만 무성하여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 [10]. 알베르티는 델라 프란체스카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으며 추천할 당시 알베르티는 66세, 델라 프란체스카는 55세, 파치올리는

25세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알베르티를 존경하였다고 한다 [4]. 알베르티는 위대한 건축가이며

학자였고 운동경기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16]. 그는 또한 원근법에 대한 저술을

처음으로 한 수학자로 파치올리에게 수학과 신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알베르티는

파치올리를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4세인 프란체스코 델라 로베레 (Francesco della Rovere)

와 교황의 조카이며 추기경인 줄리아 델라 로베레 (Giuliano della Rovere)에게 소개를 했다.

줄리아 델라 로베레는 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되었고 파치올리를 초청하여 그의 궁정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0]. 1472년2) 알베르티가 사망하자 파치올리는 몇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후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당시에는 사제가 되면 얼마간의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으므로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 [16].

2) 어떤 학자들은 1471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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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두번째와세번째산술책의저술

1475년부터 1480년까지 파치올리는 페루자 (Perugia)에서 수학 (산술)을 강의하게 되었고,

학생들을 위하여 두 번째 산술 책을 집필했다 [16]. 당시 대학에서는 주로 삼학이라고 불리던

문법,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기에 수학은 매우 생소한 과목이었고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

였다. 그는 피렌체, 피사, 볼로냐에 있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도처에서 수도사, 학자, 은행가, 사업가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중강연도 많이 하였다. 1480

년부터 1486년까지는 페루자, 자라, 로마, 나폴리, 밀라노 등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 (산술)을

가르쳤으며, 1481년 자라 (Zara)3)에서는 강의하면서 연산에 대한 세 번째 책을 집필했다.

이때가 파치올리가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있던 유일한 시기이다. 세 번째의 산술 책은 출판

되지 않았고, 오직 페루자에서 쓴 책만이 남아있다 [2].

2.5 우르비노공작과의만남

파치올리가 로마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안 우르비노의 공작과 친숙하게 된다. 교황 식스투스

4세 (Pope Sixtus IV)는 1474년에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Federico da Montefeltro)를 우

르비노의 공작으로 임명하였다 [18] 파치올리는 페데리코의 아들 구이도발도 (Guidobaldo)

의 가정교사로도 있었는데 그 후 구이도발도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 구이도발도의 후원도

받게 되었다. 구이도발도는 아버지가 1482년 사망하자 몬테펠트로 (Montefeltro)의 통치자가

된다.

2.6 산술집성의출판

- 4 -

그림 1  파치올리의 초상화

이다. 이 세 번째의 산술 책은 출판 되지 않았다. 오직 페루자에서 쓴 책 만이 남아있다. 
[4]

2.5 우르비노 공작과의 만남
  로마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안 우르비노(Urbino)의 공작과 친숙하게 된다. 교황 식스투스 
4세(Pope Sixtus IV) 는 1474년에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Federico da Montefeltro)를 
우르비노의 공작으로  임명하였다. 파치올리는 페데리코의 아들 구이도발도(Guidobaldo)의 
가정교사로도 있었는데  그 후 구이도발도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 구이도발도의 후원도 받
게 되었다. 구이도발도는 아버지가 1482년 사망하자 몬테펠트로(Montefeltro)의 통치자가 
된다. 

2.6 산술집서의 출판
옆의 그림은 1495년 야코포 데 바르바리(Jacopo 
de Barbari)3)가 그린 그림으로 파치올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구이도발
도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나폴리 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
페데리코는 우르비노의 군주로 있으면서 작은 나
라이던 우르비노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바티칸 외부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을 건설하려 많은 필사자들과 
편집자들을 고용 하였고 예술가들을 후원하였으며  
궁전의 서재에서 인문학자들의 모임을 가졌다. 페
데리코와 두 번째 아내 바티스타 스포르차의 초상

화를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렸는데 그 연결고리에 의하여 파치올리가 페데리코와 친분이 생
긴 것으로 보인다.

 1486년 파치올리는 수학과장으로 페르지아 대학으로 돌아왔다. 1년 후 다시 로마의 사피
엔자 대학에서 강의하고 2년 후인 1489년 파치올리는 교황이 된 줄리아 델라 로베레 궁전
에 살면서 로마에서 강의하였다. 그 후, 그의 고향인 산 세폴크로로 돌아왔으나 그의 고향
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를 질투하는 사람
들로 인해 1491년부터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다.

 산 세폴크로에 있는 동안, 파치올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산술집성>을 저술
하였다. <산술집성>에 저술한 복식부기로 인해 그는 회계학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복식부
기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산술집성>은 그 때까지 발전된 수학에 관
한 모든 것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을 모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다.[4] 1494년 파치올
리는 베니스에서 <산술집성>을 출판하였다. 파치올리는 실제로 <산술집성>을 1944년부터  
30년 동안 자료를 모으면서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물이 없었던 당시 교사의 주된 일 

3) 어떤 자료에는 야코 바르(Jaco. Bar)가 그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ure 1. The portrait of Luca Pacioli; 파치올리의 초상화

Figure 1은 1495년 야코포 데 바르바리(Jacopo de Barbari)4)가 그린 그림으로 파치올리가

3) 당시에는 베네치아 제국이었으나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자다르 (Zadar) 또는 자데라 (Jadera)로 불린다.
4) 어떤 자료에는 야코 바르 (Jaco. Bar)가 그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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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제자인 구이도발도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나폴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페데리코는 우르비노의 군주로 있으면서 작은 나라이던 우르비노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

들었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바티칸 외부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을 건설하려고 많은

필사자들과 편집자들을 고용하였고 예술가들을 후원하였으며 궁전의 서재에서 인문학자들의

모임을 가졌다. 페데리코와 두 번째 아내 바티스타 스포르차의 초상화를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렸는데 그 연결고리에 의하여 파치올리가 페데리코와 친분이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

1486년 파치올리는 페루자 대학의 수학과장으로 돌아왔으며, 1년 후엔 다시 로마의 사피

엔자 대학에서 강의하고, 2년 후 1489년 파치올리는 교황이 된 줄리아 델라 로베레 궁전에

살면서 로마에서 강의하였다. 그 후, 그의 고향인 산 세폴크로로 돌아왔으나 그의 고향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교황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것 때문에 그를 질투하는 안티세력들로

인해 1491년부터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산 세폴크로에 있는 동안, 파치올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산술집성』을 저술하

였다.『산술집성』에 저술한 복식부기로 인해 그는 ‘회계학의 아버지’로 불린다.『산술집성』

은 그때까지 발전된 수학에 관한 모든 것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을 모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다 [2]. 1494년 베니스에서 출판된『산술집성』은 실제로 1494년부터 30년 동안 자료를

모으면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판물이 없었던 당시 교사의 주된 일 중의 하나는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었으므로 파치올리가 여러 곳에서 강의하였던 그의 원고를 재편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거의 모든 책은 라틴어로 되어있었고 오직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 파치올리는『산술집성』을 집필할 때, 라틴어와 당시의 이탈리아

어를 혼용해서 썼다. 당시 대부분의 책들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탈리아어를 사용함으로써 수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2.7 레오나르도다빈치와의만남과신성비례의저술

루도비코 스포르차(Ludovico Sforza)는 밀라노의 공작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Francesco

Sforza)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가 1466년에 사망하자 루도비코의 형이 밀라노의 공작 자

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형이 1466년에 살해당하고 그의 7살짜리 아들이 밀라노의 공작이

되자 루도비코는 정치적 음모로 1480년에 밀라노 공작의 섭정을 하게 된다. 학자와 예술가들

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유럽에서 최고의 궁전을 건축하려는 야심을

품고 148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궁전 장식을 위한 장인과 화가로 영입하고, 1494년에는

마침내 밀라노의 공작이 된다. 2년 뒤, 파치올리는 루도비코의 밀라노 궁전에 수학 교수로

초청받게 되었는데, 수학에 관심이 많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파치올리의『산술집성』을 보고

루도비코에게 궁전에 초빙하도록 권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도 있다 [4]. 여기서 파치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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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밀라노에서 유명한 의사, 법률가, 건축가와 예술가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특히 파치올리는 일곱 살 연하인 레오나르도와 수학과 예술에 관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

누며 급격히 친해졌고 이는 서로에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치올리는 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수의 신분이었고 레오나르도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10]. 후에

레오나르도는 그의 노트에 “거장 루카 (maestro Luca)로부터 수학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레오나르도가 파치올리를 존경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0]. 레오나르도는 파치

올리의 유명 저서중 하나인『신성비례』에 나오는 삽화들을 그렸다. 이곳에서 레오나르도는

파치올리로부터 원근법에 대하여 배웠으며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요청으로 완벽한 원근법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였는데 작업할 때 파치올리와 많은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1496년부터 집필하여 1497년에 파치올리는 루도비코의 제안에 의하여 1509년에『신성비

례』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의 세 부분 중 첫 부분을 이곳에서 저술하였고, 1498년 12월에

완성된『신성비례』는 밀라노의 공작인 루도비코에게 헌정되었다. 루도비코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또 일반 시민교육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았다.

2.8 장기 (chess)의게임저술

1498년에 밀라노의 첫 영주의 후손인 루이 12세가 프랑스의 왕이 된 후 1499년에 루도비

코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프랑스가 밀라노를 점령한 지 3개월 후인 1499년 12월에

파치올리와 레오나르도는 함께 밀라노를 떠나 만투아 (Mantua)와 베네치아에 잠깐 머무르게

되었다. 만투아에서 파치올리는『장기의 게임 (De ludo scacchorum)』이라는 책을 만투아

공작과 공작부인에게 헌정하였다. 이 책은 분실되었다고 알려져 왔으나 2006년에 이탈리아 고

리지아 (Gorizia)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역사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책은 주로 장기 (chess)

에 대한 것으로 유머러스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2.9 신성비례와원론의출판

1500년에 파치올리와 레오나르도는 피렌체로 가서 6년간 함께 머물렀다. 1500년에 파치

올리는 피사대학에서 유클리드의『원론 (Elements)』을 가르치도록 임명을 받았으며, 피사

대학은 1494년 피사에서 폭동이 일어나 피렌체로 옮겨와 있었다. 파치올리는 1501년에서

1502년까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학이었던 볼로냐 대학에서 가르친 기간을 빼면 1500년부터

1506년까지 주로 피렌체에 있으면서 볼로냐 대학의 교수였던 페로 (Scipione del Ferro)와도

함께 연구를 하였는데, 이 때 3차방정식의 대수해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파치올리는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많은 대중강연을 하였고 1509년 6월 1일 베네치아에

서『신성비례』를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또한 그는 1509년 6월 11일 베네치아에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출판하였는데, 이탈리아어의 번역본과 라틴어로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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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은 분실되었다. 그의『원론』은 1482년 출판된 캄파누스 (Campanus)의 유클리드의

『원론』의 라틴어 번역본을 기초로 하여 그 자신의 많은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2.10 노년의삶

1510년에 그는 페루자로 돌아와 강의를 하게 되었고 70세가 되던 1514년에는 교황 레오10

세가 로마에 있는 학술원에 초빙하여 로마로 돌아가 강의를 하였다. 파치올리가 첫 번째 로마에

갔던 1470년과는 달리 이때는 로마 인구가 약 5만인 크고 번창한 도시가 되어있었다. 나이가

든 후 고향 산 세폴크로로 돌아가 수도원장직을 수행하다 1517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산

세폴크로에서는 좋아했던 장기를 많이 두었으며, 다빈치와 뒤러 (Düre), 카르다노 (Cardano),

타르탈리아 (Tartaglia), 봄벨리 (Bombelli) 등 많은 수학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8]. 특히 3

차와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데 기여했던 카르다노, 타르탈리아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2]. 파치올리의 저서가 그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저서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3 산술집성

3.1 산술집성의내용과구성

『산술집성』은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첫 번째 대수학 서적으로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토스

카나어와 베네치아어로 집필되었다. 파치올리는 가정교사로서 자신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프란체스카, 피보나치, 유클리드와 같은 수학자들의

저서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1494년 베니스에서

『산술집성』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우르비노의 공작인 구이도발도에게 헌정되었다.

- 7 -

1권
1장~7장 산술(222쪽)

8장 대수(78쪽)
9장 상업(150쪽)

2권 10장 기하와 삼각법(151쪽)

1절~10절 상업에서 필요한 물물교환이나 환어음 등을 포함한 내용들
11절 복식부기(27쪽)
12절 단위환산

그림 3 산술집성의 표지

인 구이도발도에게 헌정되었다. 

 <산술집성>의 수학적인 내용은 파치올리 이후의 수학자들에게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유럽 수학의 중요한 발전을 위한 기
반을 제공하여 이탈리아의 안팎에서 많은 수학자나 수학을 가르치
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10] 이 책은 피보나치의<산반서>
이래 가장 광범위한 수학서로 평가되어진다. <산술집성>은 그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저술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알려진 수학적 
지식을 정리하여 백과사전처럼 모아놓은 것이다. 약 600여 쪽의 
내용 중에는 상업적인 산술계산과 순수이론 등 르네상스 초기에 
알려졌던 대부분의 수학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산술집성>의 구성을 보면 16쪽의 머리말로 시작되어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다음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장은 주로 상업에 관한 부분으로 12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
다.[12] 

자야와덴(S. A. Jayawardene)은 <산술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6] : 
“...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책은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연산을 다룬 논문, 대수학 원론, 이탈리아의 여러 
주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 무게단위, 측정법을 정리한 도표, 복식부기에 관한 논문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요약본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유클리드, 보에티우스(Boethius), 사크로보스코
(Sacrobosco)와 피보나치의 연구결과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글루시코바(F. R. Glushkova)와 글루시코프(S. S. Glushkov)는 <산술집성>의 기하학 부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5] :

“이탈리아어로 된 <산술집성>의 기하학 부문은 인쇄된 최초의 수학책중 하나다. 파치올리는 유클리
드의 대수학을 많이 다루며 일부를 고쳤으며 피보나치의 연구결과도 다루었다.”

<산술집성>의 다른 흥미로운 점은 확률이론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슈나이더(I. Schneider)
에 따르면 파치올리는  드메레의 문제4) (problem of points)를 연구해서 풀이를 제시했으

4) 드메레의 문제란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상금을 공정히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확
률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Figure 2. The title page of Summa; 산술집성의 표지

『산술집성』의 수학적인 내용은 파치올리 이후의 수학자들에게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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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유럽 수학의 중요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이탈리아의 안팎에서 많은 수학자나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1]. 이 책은 피보나치의『산반서』이래 가장

광범위한 수학서로 평가되어진다.『산술집성』은 그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저술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알려진 수학적 지식을 정리하여 백과사전처럼 모아놓은 것이다. 약 600여 쪽의

내용 중에는 상업적인 산술계산과 순수이론 등 르네상스 초기에 알려졌던 대부분의 수학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야와덴 (S. A. Jayawardene)은『산술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6] :

“... 이탈리아어로 써진 책은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연산을 다룬 논문, 대수학 원

론, 이탈리아의 여러 주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 무게단위, 측정법을 정리한 도표,

복식부기에 관한 논문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요약본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그

는 유클리드, 보에티우스 (Boethius), 사크로보스코 (Sacrobosco)와 피보나치의

연구결과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글루시코바 (F. R. Glushkova)와 글루시코프 (S. S. Glushkov)는『산술집성』의 기하학 부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5] :

“이탈리아어로 된『산술집성』의 기하학 부문은 인쇄된 최초의 수학책중 하나다.

파치올리는 유클리드의 대수학을 많이 다루며 일부를 고쳤으며 피보나치의 연구

결과도 다루었다.”

『산술집성』의 구성을 보면 16쪽의 머리말로 시작되어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

1권

1장〜7장 산술 (222쪽)
8장 대수 (78쪽)
9장 상업 (150쪽)

2권 10장 기하와 삼각법 (151쪽)

Table 1. The structure of Summa; 산술집성의 구성

9장은 주로 상업에 관한 부분으로 12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3].

1절〜10절 상업에서 필요한 물물교환이나 환어음 등을 포함한 내용들

11절 복식부기 (27쪽)
12절 단위환산

Table 2. The structure of chapter 9 in Summa: 산술집성 9장의 구성



Kim Sung Sook & Khang MeeKyung 181

『산술집성』의 다른 흥미로운 점은 확률이론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파치올리는 드메레의 문제

(problem of points)5)를 연구해서 풀이를 제시했으나 그 풀이는 후에 타르탈리아 (Tartaglia)

에 의하여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7]. 또한 그는 이 책에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복리 계산

공식인 ‘72의 법칙’을 제안했다. 72의 법칙이란 저축한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를 복리금리로

나눈 기간만큼 예금해두면 된다는 법칙이다.

『산술집성』은 파치올리에게 기호를 도입하여 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5세기 후반

까지는 현재의 수학 기호가 표준화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었는데 파치올리가『산술집성』에서

더하기와 빼기의 기호를 각각 p̃(‘더 많은’을 뜻하는 piu로부터), m̃(‘더 적은’을 뜻하는 meno

로부터)6)으로 썼고『산술집성』이후에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파치올리의 기호를 채택하고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함으로써 그 기호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수학의 표준 기호가 되었다

[13]. 기호를 정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인쇄하기 위하여서 표준화된 활자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기호의 발달도 촉진시켰다.

또한 당시 상인들은 로마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한 숫자기호를 상업에

이용하였다. 파치올리는 산술집성에 손가락을 이용한 숫자기호의 그림을 그려놓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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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림 3 Figure 3. A page from Summa; 산술집성의 한 쪽

9장 11절의 복식부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정리되고 출판되어 복식부기의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회계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11]. 이것으로 인해 파치올리는

‘회계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베니스 회계』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다. 실제로 이 책의 600여 쪽의 내용 중 상업에 관한 부분은 150쪽, 그 중에서도

복식부기에 관련된 내용은 27쪽 정도이지만 회계학에서 선구자적 업적을 쌓았기에 파치올리는

수학분야보다 경영학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산술집성』은 수학서적인데 복식부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네치아를

5) 이때 드메레의 문제란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스테이크 (소고기)를 공정히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확률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드메레의 문제”라는 이름은 후에 붙여졌다.

6) 지금의 기호와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썼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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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상인들의 신용이 중요해졌고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다. 이때 파치올리는 상인인 롬피아시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롬피아시의 아들들에게 복식부기를 가르쳤다. 이것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여러 도시에서 산술교사 (abacists)와 교수로 가르쳤으므로

그 필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12].

3.2 산술집성의영향

『산술집성』이 이탈리아어와 라틴어의 혼용으로 쓰인 이유는 당시 라틴어는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일반인이나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탈리아어로 기술된 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머리말은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는 이탈리아 상류사회의 사람들 특히 파치올리가 이 책을 헌정한 우르비

노의 공작 구이도발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13].

파치올리의『산술집성』의 영향을 받아 프란체스크 상트클레멩 (Francesc Santcliment)의

『산술기술집성 (Summa de l’art d’Aritmetica)』이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로니아어로 출판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6세기 중반까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수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1].

16세기의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한『수학책 (Trattato de aritmetica)』은『산술집성』의

몇 개의 장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였으며 1544년 볼로냐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니콜로 시미

볼로네즈 (Nicollo Simi Bolognese)는『루카 디 보르고의 산술에 대한 주석 (Annotazioni

sopra l’aritmetica di Fra Luca Da Borgo S. Sepolclo)』이라는 책을 썼는데 두 책에서는

모두 파치올리가 어렵게 쓴 부분을 고치거나 상세한 설명을 포함시키며 자신들의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산술집성』은 페드로 누네스 (Pedro Nunes), 타르탈리

아, 카르다노, 봄벨리와 같은 16세기 대수학자 (algebraist)들과 과학 교사인 디오니기 고리

(Dionigi Gori)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으며 독일과 영국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 [11].

『산술집성』은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대학의 수학교재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을 구성

함에 있어 한 권으로 묶지 않고 두 권으로 분리하여 출판한 점에는 상업적인 요소가 보인다. 그

당시 대학에서는『산술집성』의 1권에 포함된 상업 산술은 가르치지 않았고 기하와 삼각법은

분리하여 따로 페이지를 정했다. 두 권이 한 질로 되어있는 이 책의 가격은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미국 돈으로 150달러쯤 되는데 대학생들에게는 큰돈이었다. 대학교수들이나 산술

교사에게 유용한 책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만 팔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 장인들에게는

2권의 기하 부분이 좀 유용하기 했지만 역시 꼭 비치할 책은 아니었다. 머리말은 라틴어로

쓰고 글씨도 화려하게 만들었으나 학자가 아닌 상류사회 사람들은 이 책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중류계급인 상인들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고 자신들과 자신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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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을 자식들에게는 복식부기 뿐만이 아니라 산술도 유용하였기에『산술집성』의 주된

수요자는 상인들이었다 [13].

4 신성비례

4.1 신성비례의저술과출판

- 9 -

그림 4 파치올리가 루도비코에
게 책을 헌정하고 있다. 

다. 장인들에게는 2권의 기하 부분이 좀 유용하기 했지만 역시 꼭 비치할 책은 아니었다. 
머리말은 라틴어로 쓰고 글씨도 화려하게 만들었으나 학자가 아닌 상류사회 사람들도 이 책
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중류계급인 상인들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고 자
신들과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을 자식들에게는 복식부기 뿐만이 아니라 산술도 유용하였기에 
<산술집성>의 주된 수요자는 상인들이었다.[12]
  <산술집성>에서 파치올리는 기호를 도입하여 정비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15세기 후반까
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기호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불편했었는데 
파치올리가 <산술집성>에서 더하기와 빼기의 기호를 각각 ��('더 많은'을 뜻하는 piu로부
터), ��('더 적은'을 뜻하는 memo로부터)6)으로 썼고 <산술집성> 이후에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파치올리의 기호를 채택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함으로써 그 기호들이 이탈리
아 르네상스 수학의 표준 기호가 되었다.[12] 기호를 정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구텐베르
크가 발명한 인쇄술 때문이기도 하다. 

4. 신성비례

<신성비례>는 <산술집성>보다 더 문학적인 책이다. <신성
비례>는 3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루도비코의 제안에 의
하여 쓰게 되었으며 첫 필사본은 1496년부터 집필하여 1498
년 12월에 완성이 되어 밀라노의 공작인 루도비코에게 헌정
되었다.[9] 첫 사본은 제네바(Geneva)대학 도서관
(Bibliothèque Publique et Universitaire)에 있다.[4] 그는 
곧 두 번째 필사본을 완성하여 루도비코의 장군인 갈레아조 
간세베리노(Galeazzo Sanseverino)에게 헌정하였다. 두 번째 
사본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Ambrosiana) 도서관에 있
다.[4] 1500년 세 번째 필사본을 완성하여 피렌체의 장관이
었던 피에로 소더리니(Piero Soderini)에게 헌정하였으나 현

재 남아있지 않다.[4] 그 후 파치올리는 1509년 6월 1일 베네치아에서 <신성비례>를 인
쇄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를 혼용하여 책을 저술하였는데, 테일러(Taylor)에 따르면 당시 
카톨릭 성당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라틴어로는 당시에 발전되고 있던 과학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16]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표현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탈리아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말 과학이 놀랍게 발전되어졌지만 당시에 있던 책들은 과거
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밀라노에서는 응용과학이 언어로 표현 되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교육적인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의 주
된 내용은 유클리드의 <원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피
렌체의 신플라톤 학자들의 철학과 중세의 다른 책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참고도
서를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다. 

6) 지금의 기호와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썼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Figure 4. Luca Pacioli is presenting Ludovico with the book De Divina Proportione; 파치올리
가 루도비코에게 책을 헌정하고 있다.

『신성비례』는『산술집성』보다 더 문학적인 책이다.『신성비례』는 3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루도비코의 제안에 의하여 쓰게 되었으며 첫 필사본은 1496년부터 집필하여 1498

년 12월에 완성이 되어 밀라노의 공작인 루도비코에게 헌정되었다 [10]. 첫 사본은 제네바

(Geneva) 대학 도서관 (Bibliothèque Publique et Universitaire) 에 있다 [2]. 그는 곧 두

번째 필사본을 완성하여 루도비코의 장군인 갈레아조 간세베리노 (Galeazzo Sanseverino)

에게 헌정하였으며, 그 필사본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Ambrosiana) 도서관에 있다 [2].

1500년 세 번째 필사본을 완성하여 피렌체의 장관이었던 피에로 소더리니 (Piero Soderini)

에게 헌정하였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2]. 그 후 파치올리는 1509년 6월 1일 베네치아에서

『신성비례』를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를 혼용하여 책을 저술하였는데, 테일러 (Taylor)는 당시 카톨릭

성당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라틴어로는 당시에 발전되고 있던 과학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6].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표현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탈리

아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말 과학이 놀랍게 발전되어졌지만 당시에

있던 책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밀라노에서는 응용과학이 언어로 표현

되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교육적인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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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성비례에 나오는 비율과 
비례의 수형도

그림 5 1509년 출판된 
신성비례의 표지

  이 책의 서문에서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화가, 건축가, 음악가이며 원근법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덕을 갖고 
있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성비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 60여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당시 수학
자 중 다빈치만큼이나 뛰어난 삽화가(illustrator)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를 가장 친한 친구로 불렀
다. 그러나 그는 레오나르도에 관하여 그가 한 연구결과를 출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비판도 하였다. 파치올리는 
당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게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다. 
첫 번째의 제목은 <신성비례>(divine proportion)로 황금비7)와 황
금비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71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치올리는 

황금비를 신성비례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되
었다. 
그는 하나님과 <신성비례>의 비슷한 면을 네 가지로 요약
하여 황금비를 <신성비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유일(singularity)하다는 점이다. 둘 다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은 특이성이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삼위일체(Holy Trinity) 이다. 파치올
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신성비례>도 하나의 중간점과 두개의 끝점으로 이
루어진 세 개의 선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의 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이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없듯이, <신성비례>는 지적
인 수8)로 정의할 수 없고 유리수로 표현 할 수 없다. 하나

님과 <신성비례>는 언제나 신비스러운 베일에 싸여져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불변성과 무소부재성이다. 파치올리는 무소 부재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이 <신성비례> 역시 각 구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전체와 큰 부분, 그리고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항상 같은 비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파치올리는 플라톤 철학의 추종자였다. 12면체는 플라톤의 다면체 중 가장 늦게 발견되어 
다섯 번째 다면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12면체에 대해 에테르(ether)라고 하면
서 천국이 이 물질로 이루어 졌다고 했다. 12면체의 한 면들은 오각형이며 오각형9)에는 신

7) 황금비의 역사는 유클리드의 원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는 외중비(the extreme and 
mean ratio)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비율이 황금분할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독일 수학자 
옴(Ohm, M.)의 의하여서이다. 그 후에 황금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8) 당시에는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무리수는 지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 아닌 수로 여겼
다.

9) 오각형의 대각선을 한변의 길이로 나누면 신성비례가 나온다. 또한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신
성비례로 나눈다.

Figure 5. The title page of De Divina Proportione published in 1509; 1509년 출판된 신성비례의
표지

내용은 유클리드의『원론』, 플라톤의『티마이오스』, 비트루비우스의『건축십서』, 피렌체의

신플라톤 학자들의 철학과 중세의 다른 책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참고도서를 정확

하게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다.

- 10 -

그림 6 신성비례에 나오는 비율과 
비례의 수형도

그림 5 1509년 출판된 
신성비례의 표지

  이 책의 서문에서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화가, 건축가, 음악가이며 원근법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덕을 갖고 
있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성비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 60여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당시 수학
자 중 다빈치만큼이나 뛰어난 삽화가(illustrator)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를 가장 친한 친구로 불렀
다. 그러나 그는 레오나르도에 관하여 그가 한 연구결과를 출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비판도 하였다. 파치올리는 
당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게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다. 
첫 번째의 제목은 <신성비례>(divine proportion)로 황금비7)와 황
금비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71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치올리는 

황금비를 신성비례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되
었다. 
그는 하나님과 <신성비례>의 비슷한 면을 네 가지로 요약
하여 황금비를 <신성비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유일(singularity)하다는 점이다. 둘 다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은 특이성이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삼위일체(Holy Trinity) 이다. 파치올
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신성비례>도 하나의 중간점과 두개의 끝점으로 이
루어진 세 개의 선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의 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이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없듯이, <신성비례>는 지적
인 수8)로 정의할 수 없고 유리수로 표현 할 수 없다. 하나

님과 <신성비례>는 언제나 신비스러운 베일에 싸여져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불변성과 무소부재성이다. 파치올리는 무소 부재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이 <신성비례> 역시 각 구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전체와 큰 부분, 그리고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항상 같은 비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파치올리는 플라톤 철학의 추종자였다. 12면체는 플라톤의 다면체 중 가장 늦게 발견되어 
다섯 번째 다면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12면체에 대해 에테르(ether)라고 하면
서 천국이 이 물질로 이루어 졌다고 했다. 12면체의 한 면들은 오각형이며 오각형9)에는 신

7) 황금비의 역사는 유클리드의 원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는 외중비(the extreme and 
mean ratio)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비율이 황금분할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독일 수학자 
옴(Ohm, M.)의 의하여서이다. 그 후에 황금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8) 당시에는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무리수는 지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 아닌 수로 여겼
다.

9) 오각형의 대각선을 한변의 길이로 나누면 신성비례가 나온다. 또한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신
성비례로 나눈다.

Figure 6. The tree of proportions and proportionality from De Divina Proportione; 신성비례에
나오는 비율과 비례의 수형도

이 책의 서문에서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화가, 건축가, 음악가이며

원근법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10].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신성비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 60여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당시 수학자

중 다빈치만큼이나 뛰어난 삽화가 (illustrator)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파치올리

는 레오나르도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하면서도, 레오나르도가 연구한 결과를 출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기도 하는 친구였다 [10] 파치올리는 당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게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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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성비례의첫부분

황금비

첫 번째의 제목은 ‘신성비례 (divine proportion)’로 황금비7)와 황금비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7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치올리는 황금비를 신성비례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신성비례』의 비슷한 면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황금비를『신성비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유일 (singularity)하다는 점이다. 둘 다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

성이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삼위일체 (Holy Trinity)이다. 파치올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부, 성자

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신성비례』도 하나의 중간점과 두개의 끝점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선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의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이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없듯이,『신성비례』는 지적인 수8)로 정의할

수 없고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과『신성비례』는 언제나 신비스러운 베일에 싸여져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불변성과 무소부재성이다. 파치올리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이『신성비례』역시 각 구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전체와 큰 부분, 그리고 큰 부분

과 작은 부분이 항상 같은 비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파치올리는 플라톤 철학의 추종자였다.

12면체는 플라톤의 다면체 중 가장 늦게 발견되어 ‘다섯 번째 다면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12면체에 대해 에테르 (ether)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12면체의 한 면들은 오각형이며 오각형9)에는 신성비례가 들어있다 [1].

그는 또한 유클리드의『원론』중에 황금비와 연관된 부분, 즉, 정다면체와 준정다면체10)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독자들에게 유클리드의『원론』을 중요한 책으로 추천하였다.

7) 황금비의 역사는 유클리드의 원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는 외중비 (the extreme and mean ratio)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비율이 황금분할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독일 수학자 옴 (Ohm, M.)에 의하여서이다.
그 후에 황금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8) 당시에는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무리수는 지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 아닌 수로 여겼다.
9) 오각형의 대각선을 한변의 길이로 나누면 신성비례가 나온다. 또한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신성비례로

나눈다.
10) 정다면체의 조건의 일부만 만족하는 입체로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지며, 각 꼭짓점에는 같은

종류의 정다각형이 같은 개수만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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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중요성과학문의분야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71장 중 첫 장에서 그는 수학의 중요성을 말하며 수학은 다른 과학의

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이라고 하였고 과학과 수학의 분야는 산술, 기하, 점성술, 음악, 원근법,

건축, 우주형상학이고 그 외 다른 학문들은 과학과 수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분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산술, 기하학, 음악과 천문학으로 구성된 4과 (Quadrivium)11)

보다 더 많이 확장된 것이다. 그에게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수학을 모르고는

다른 과학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수 (number), 무게와 질량에

의하여 결정되기에 수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파치올리는 수학을 응용수학과

이론수학으로 나누었다. 대수는 이론수학이고 위대한 예술은 대수학이며 일반적인 예술은

상업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 장에서 그는 또한 당시 루도비코 스포르자가 통치하던 시기의 밀라노의 궁정의 분위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1948년 2월 9일에 그 궁정에서 열렸던 과학 논쟁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다. 이 논쟁에 참석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는데,

파치올리는 다빈치에게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둘째 장에서 그는 수학이 적용되는 학문의 분야에 대하여 16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구이도발도 다 몬테펠트로에게 보낸 편지와『산술집성』에도 나와 있다.

16개의 분야는 1) 점성술 2) 건축 3)원근법 4) 조각 5) 음악 6) 우주 형상학 7) 상업 8) 군사학

9) 문법 10) 수사학 11)시 12) 변증법 13) 철학 14) 의학 15) 법률 16) 신학이다 [15].

그에게 수학은 다른 분야보다 뛰어난 학문이며 오직 과학과 수학만이 확실한 것이고 다른

분야는 수학의 응용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원근법을 4과 (Quadrivium)와 같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하며 원근법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 중 시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눈은 지성인들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그는 정다면체와 준다면체에 대한 담론을 쓰고 있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기하학적 원근법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4.3 신성비례의두번째부분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건축논문 (Architectural Treatise)’이다. 이 책은 2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학을 건축에 응용한 비트루비우스12)의 이론에 근거를 한 건축이론에 대한

설명과 건축과 인간의 몸과 알파벳에서의 비례에 대하여 쓰고 있다. 그는 비례를 39가지로

11) 4과는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가르쳤던 4개의 과목이다. 4과는 학부과정인 삼학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수료한
후에 배우는 과목으로 지금으로 보면 석사과정의 학문이었다.

12)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에 인체의 비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고대 로마의 건축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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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고 로마 알파벳의 대문자, 건축과 인간의 몸에 관한 삽화를 그렸다. 여기에 나타난

비례는 모두 유리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건축과 관련된 삽화와 로마 알파벳의 대문

자의 글자체는 파치올리가 직접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신성 비례의 부록에 들어있다. 그의

알파벳을 보면 똑같은 정사각형과 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알베르티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알파벳 그림들은 건축에 많이 사용되었다 [14].이 두 번째의 책은 조각가

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 넣었다. 특히 파치올리의 학생들은 기하와 산술을 그들의

건축에 적용하기를 원했다. 두 번째의 책에서 파치올리가 황금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13)

과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가 여기서 사용한 비율이 유리수였기 때문에 현재는 황금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15].

- 12 -

그림 8 레오나르도가 그린 
마름모육팔면체

그림 7 신성비례에 나오는 파치올리가 그린 
        로마 알파벳 대문자

째의 책은 조각가와 건축가들에
게 많은 영감을 불어 넣었다.  특
히 파치올리의 학생들은 기하와 
산술을 그들의 건축에 적용하기
를 원했다. 두 번째의 책에서 파
치올리가 황금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13)과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가 여기서 사용한 비율이 유리

수였기 때문에 현재는 황금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15]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책(Libellus in tres partiales 
divisus)’이다. 이 책은 델라 프란체스카가 라틴어로 쓴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에 관한 책
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과 수학적 보기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그는 깎은 정다면
체14) 5가지와, 육팔면체15), 부풀린 육팔면체16), 십이십면체 등 8가지 준정다면체를 소개하

고 다면체와 관련된 내용과 문제들을 쓰고 있다. 138개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 책의 번역으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원근법과 비례론에 관한 책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신성비례의 부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파
치올리가 두 번째 책에서 설명한 로마 알파벳 대문자  
23개를 자와 컴파스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파치올리가 첫 번째 책에서 설명한 다면체들과 세 번
쨰 책의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를 레오나르도가 그린 
60개의 삽화이다. 레오나르도는 3차원의 입체를 앞과 뒤
를 다르게 함으로 2차원에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레오나
르도는 유리수를 사용하지 않고 컴파스 만을 가지고 유클
리드의 원론에 나오는 황금비를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
인다. 

결론 

파치올리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시 현존하던 수학 이론을 집대성하여 정리하였다.
피보나치의 산반서가 출간된 이후 중세의 암흑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수학책도 구하기 힘든 

13) 몬트클라(Montucla)는 1799톁 출판한 수학사(2판)라는 책에서 파치올리가 황금비를 사용하였다
고 쓰고 있다.

14) 깎은 정다면체는 정다면체의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 연결된 모든 모서리의 3등분점을 이
어 절단해 버린 입체

15) 정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고 정팔면체로 만들 수도 있다. 육팔면체를 만들 때는 각 모서리의 중점
을 이어 절단한다. 8개의 꼭짓점은 정삼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었던 면 6개는 보다 작은 정사각형
이 된다. 따라서 육팔면체는 면의 개수가 14개다.

16) 정육면체나 정팔면체를 부풀리면 ‘파치올리의 초상’에 그려져 있던 ‘부풀린 육팔면체’를 만들 수 
있다. 부풀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팔면체의 꼭짓점 6개는 정사각형으로 바뀌고, 12개의 모서리 
역시 정사각형으로 바뀐다. 정팔면체를 이루던 정삼각형 8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부풀린 
육팔면체의 면의 개수는 총 26개가 된다. (과학동아 2014년 1호)

Figure 7. Luca Pacioli’s alphabet in De Divina Proportione; 신성비례에 나오는 파치올리가 그린
로마 알파벳 대문자

4.4 신성비례의세번째부분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책 (Libellus in tres partiales divi-

sus)’이다. 이 책은 델라 프란체스카가 라틴어로 쓴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에 관한 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과 수학적 보기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그는 깎은 정다면체14) 5

가지와, 육팔면체15), 부풀린 육팔면체16), 십이십면체 등 8가지 준정다면체를 소개하고 다면

체와 관련된 내용과 문제들을 쓰고 있다. 138개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 책의 번역으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원근법과 비례론에 관한 책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13) 몬트클라 (Montucla)는 1799년 출판한 수학사 (2판)라는 책에서 파치올리가 황금비를 사용하였다고 쓰고 있다.
14) 깎은 정다면체는 정다면체의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 연결된 모든 모서리의 3등분점을 이어 절단해 버린

입체

15) 정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고 정팔면체로 만들 수도 있다. 육팔면체를 만들 때는 각 모서리의 중점을 이어
절단한다. 8개의 꼭짓점은 정삼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었던 면 6개는 보다 작은 정사각형이 된다. 따라서
육팔면체는 면의 개수가 14개다.

16) 정육면체나 정팔면체를 부풀리면 ‘파치올리의 초상’에 그려져 있던 ‘부풀린 육팔면체’를 만들 수 있다. 부풀리
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팔면체의 꼭짓점 6개는 정사각형으로 바뀌고, 12개의 모서리 역시 정사각형으로 바뀐다.
정팔면체를 이루던 정삼각형 8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부풀린 육팔면체의 면의 개수는 총 26개가 된다.
(과학동아 2014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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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였기 때문에 현재는 황금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15]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책(Libellus in tres partiales 
divisus)’이다. 이 책은 델라 프란체스카가 라틴어로 쓴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에 관한 책
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과 수학적 보기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그는 깎은 정다면
체14) 5가지와, 육팔면체15), 부풀린 육팔면체16), 십이십면체 등 8가지 준정다면체를 소개하

고 다면체와 관련된 내용과 문제들을 쓰고 있다. 13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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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올리가 두 번째 책에서 설명한 로마 알파벳 대문자  
23개를 자와 컴파스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파치올리가 첫 번째 책에서 설명한 다면체들과 세 번
쨰 책의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를 레오나르도가 그린 
60개의 삽화이다. 레오나르도는 3차원의 입체를 앞과 뒤
를 다르게 함으로 2차원에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레오나
르도는 유리수를 사용하지 않고 컴파스 만을 가지고 유클
리드의 원론에 나오는 황금비를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
인다. 

결론 

파치올리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시 현존하던 수학 이론을 집대성하여 정리하였다.
피보나치의 산반서가 출간된 이후 중세의 암흑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수학책도 구하기 힘든 

13) 몬트클라(Montucla)는 1799톁 출판한 수학사(2판)라는 책에서 파치올리가 황금비를 사용하였다
고 쓰고 있다.

14) 깎은 정다면체는 정다면체의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 연결된 모든 모서리의 3등분점을 이
어 절단해 버린 입체

15) 정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고 정팔면체로 만들 수도 있다. 육팔면체를 만들 때는 각 모서리의 중점
을 이어 절단한다. 8개의 꼭짓점은 정삼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었던 면 6개는 보다 작은 정사각형
이 된다. 따라서 육팔면체는 면의 개수가 14개다.

16) 정육면체나 정팔면체를 부풀리면 ‘파치올리의 초상’에 그려져 있던 ‘부풀린 육팔면체’를 만들 수 
있다. 부풀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팔면체의 꼭짓점 6개는 정사각형으로 바뀌고, 12개의 모서리 
역시 정사각형으로 바뀐다. 정팔면체를 이루던 정삼각형 8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부풀린 
육팔면체의 면의 개수는 총 26개가 된다. (과학동아 2014년 1호)

Figure 8. A rhombicuboctahedron by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가 그린 마름모육팔면체

4.5 신성비례의부록

신성비례의 부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파치올리가 두 번째 책에서 설명한 로마

알파벳 대문자 23개를 자와 컴파스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치올리가 첫 번째

책에서 설명한 다면체들과 세 번쨰 책의 플라톤의 5개의 정다면체를 레오나르도가 그린 60

개의 삽화이다. 레오나르도는 3차원의 입체를 앞과 뒤를 다르게 함으로써 2차원에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레오나르도는 유리수를 사용하지 않고 컴파스만을 가지고 유클리드의 원론에

나오는 황금비를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파치올리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시 현존하던 수학 이론을 집대성하여 정리하였다.

피보나치의『산반서』가 출간된 이후 중세의 암흑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수학책도 구하기

힘든 시기였다. 당시에는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명된 직후였기에 출판된 책이 매우

적었다. 그는 또한 출판을 위한 수학 기호의 표준화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저서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알려졌던 수학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결정적인 참고서가 되었다.

둘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로 썼다.

수학이나 고등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알아야만 했던 시기에서 자신들이 사

용하는 언어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언어로 수학책을

펴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소수의 지식층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수학책을 당시 일반시민이 사용하던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였다.

셋째, 출판을 하여 수학의 대중화에 힘썼다.

인쇄술의 발달과 맞물려 출판물로 만들면서 똑같은 내용을 많은 교수들이 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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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강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파치올리의 저술들에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나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또한 그가 어떤 특정한 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그때까지 현존했던 여러 책들을 모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주석을 단 것은 당시의 학생들과 후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던 수학책을 당시에 쓰인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파치올리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구자였으며 수학책이 귀하던 시절에 수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고문서를 발굴하여 당시에 쓰던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며 여러 책으로 출판하여 대중들에게

소개한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수학자였다. 르네상스 이후에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그의 위대한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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