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산책
수학: 과묵한 지혜

신현용 (mathesign, shin3721@gmail.com)
여는 글
라파엘로는 그의 그림에 애써 수학을 그려 넣었
지만 수학은 잘 보이지 않고, 바흐는 수학적 기법
으로 음악을 만들었지만 수학은 잘 들리지 않으며,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에서 수학을 진지하게
언급하지만 수학은 잘 읽히지 않고, 플라톤은 그의
저술 여기저기서 수학을 강조하지만 그의 철학에
서 수학은 잘 기억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글에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 사용될 수 있
지만 일일이 허락을 받지 못했다.

everything until I arrive at the
fundamental quality of objects.’
몬드리안은 진리에 가까이 가고 싶어 모든 것을
추상화하였다. 몬드리안은 수학을 피할 수 없었다.
몬드리안의 그림을  회전시키면 다음이다.

1

이 그림은 다음의 오른쪽 그림과 무관할까?

본 적이 있는 그림 아닐까? 몬드리안의 그림이
다.
‘나는 진리에 가급적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대상의 근본에 닿을
때까지 모든 것을 추상화한다.
I wish to approach truth as closely as
is possible, and therefore I abstract

이 그림은 몬드리안이 읽었을 것이 확실한 다음
책의 한 부분을 스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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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훤히 보인다. 오른쪽 그림의 제목은 ‘7
Colours to 7 Pythagorean Triangles in a Square’
이다. 수학 용어들이 쓰였다. 막스 빌의 작품이다.

영국의 한 수학자가 유클리드의 <원론>의 처음
여섯 권을 화려한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다.
몬드리안의 추상화 원칙에 따라 모든 선을 가로
선과 세로 선으로 귀착시킬 것이므로 그림에 있는
대각선은 다음과 같이 사라져야 했을 것이다.

‘나는 예술가의 작업이 그 내용에서 꽤
근본적인 수준에까지 수학적 접근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I am convinced it is possible to evolve
a new form of art in which the artist's
work could be founded to quite a
substantial degree on a mathematical
line of approach to its content.’
막스 빌은 수학적 접근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예술을 꿈꿨다. 그의 작품에 수학이
짙게 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것이 몬드리안의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몬드
리안의 그림에 수학이 진지하게 스몄을 테지만 수
학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 조각과 그림을 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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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회전시켜 위와 아래를 뒤집
으면 모빌이 된다.
이 그림들은 조금 전에 언급한 영국 수학자의
책에 있는 것들이다. 막스 빌도 몬드리안 등 당시
의 많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막스 빌의 그림에도 수학이 스몄지만 수학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레의 원리를 발견한 후‘나에게
지레와 받침대를 달라.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며 큰소리쳤다.

2
모빌을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한다. 다음은 리움
(LEEUM)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다.
아르키메데스로 하여금 큰 소리를 치게 한 그
수학은 지금 아가들 방에 있을 텐데, 아가들은 거
기에 수학이 있음을 알까?

모빌의 창시자 칼더의 작품이다. 한때는 야외에
있었는데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 같다.
모빌은 다음 ‘지레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3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UN) 건물은 르 꼬르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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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가 설계한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는 인간의 몸
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며, 거기에는 숱한 신성비
(divine proportion, 황금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의 ‘모듈러(modulor)’는 이를 나타낸다.
르 꼬르뷔지에게 집과 건물은 ‘살기위한 기계
(machine for living)’였다. 따라서 건축은 사람의
다양한 자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모
듈러는 이를 위한 척도였다. 르 꼬르뷔지에는 가끔
그가 설계한 건물 한쪽에 모듈러를 다음과 같이
그려 놓곤 하였다.

르 꼬르뷔지에는 ‘나는 마음으로는 수학자이다 I
am a mathematician at heart.’라고 말하곤 하였다.
건축에 수학은 스며 있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사
람들은 수학을 의식할까?
4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은 곧 한국의 독
립이었다. 한국의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6

무엇일까?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탁월한
영도력이었나? 전쟁을 지휘하던 한국과 미국 장군
들의 신출귀몰하는 전략이었나?
아니다. 울람을 비롯한 일군의 수학자들과 물리
학자들이 수행한 ‘맨하탄 프로젝트’이다. 원자탄 개
발 사업이었다. 패망 후, 일본의 한 정부 관리는
‘원자탄이 아니면 일본은 항복하기 어려웠을 것’이
라고 말한 바 있다. 원자탄의 투하가 없었더라면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에 역량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
면 일본에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에 똑똑한 장군들
이 있었다면 일본에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
고 있던 원자탄을 일본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정
치 지도자와 군지휘관은 대칭적이었지만, 원자탄을
만들 수 있던 수학은 비대칭적이었다. 수학의 수준
에 존재하던 이 비대칭성이 전쟁을 종식 시켰다.
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의 영국이 히틀러의 독일
을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 처칠의 유능이고 히틀
러의 무능인가?
아니다. 수학자 튜링의 독일 암호 해독이다. 독
일의 유보트가 까닭 없이 침몰하고, 나치의 비행기
가 추락하는 이유를 히틀러는 몰랐다. 영국이 독일
의 암호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은 알지 못하
고 있었다. 튜링 수학이 독일의 암호기 에니그마의
비밀을 풀었던 것을 히틀러는 모르고 있었다. 수학
이 영국과 독일 사이의 전쟁에서 승패를 갈랐다.
5
비트코인이 신기하지 않은가? 전혀 실체가 없는
‘정보 덩어리’인데 비트코인 한 개가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인데 왜 복
사하여 다시 사용하지 못할까?
비트코인은 설계부터가 수학이다. 처음부터 채굴
될 비트코인 전체 수는 2100만개로 로 한정되었다.
2008년 첫 채굴 이후, 채굴된 비트코인 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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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무한등비급수로 주어진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인 무한등비급수는 2보
다 클 수 없으므로 이 급수는 2100만을 넘지 못한
다.
2008년, 블록 한 개 형성되면 50BTC가 보상으
로 주어졌다. 21만개 블록이 형성되면 보상되는 비
트코인 개수가 반으로 감소한다. 평균적으로 매 10
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다. 따
라서 21만개 블록이 생성되는 데에는 약 4년이 걸
린다. 다음 등식 때문이다.
따라서 대략 2012년 이후에는 25BTC, 2016년
이후에는 12.5BTC가 주어졌고, 2020년 이후 현재
에는 6.25BTC 개가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 2100
만개에 거의 이르는 2040년 이후에는 블록 한 개
형성되면 0.1953125BTC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
다.
한편,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게 하는 기술
은 블록체인이다. 또,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은 정보수학(information mathematics)의 한
분야인 ‘암호학(cryptography)’의 응용이다.
비트코인은 모든 것이 수학으로 설계된 체제임
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수학 덩어리’이다. 비트코인은
‘돈이 된 수학’이다.
6
‘퀀트’라는 직업이 있다. 펀드 분석가 겸 펀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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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의 대표는 대표적인 퀀트이다. 그는 유명한 대학교
의 수학 교수였는데 퀀트로 이직하였다. 수학이 그
에게 돈의 흐름을 알려줬다. 최근 3년간 이 사람의
한 해 수입이 각각 얼마였는지 조사해 보면 어떨
까?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수학이 있듯이, 힘이 있는
곳에도 수학은 있다. 전쟁에 수학이 있고, 수학은
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학은 소란스럽지 않다.
7
<기하원본 幾何原本>은 가톨릭 신부 마테오리
치(1552-1610)가 중국(명나라)에 기독 신앙을 전할
때 서양 학문을 함께 전하기 위해 중국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 유클리드 <원론 The Elements>의 일
부를 한자(漢字)로 번역한 책이다.
16세기부터 중국에 서양 학문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 예수회(Society of Jesus) 소속
신부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에 기독 신앙을 효과적
으로 전하기 위해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음악 등에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의 결과 중 하나로서 청나라
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
에게 기독 신앙과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소개한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은 천문학과 수학에 능숙한 예수회 신부
였다. 아담 샬은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기독 신앙
과 서양 학문에 관한 여러 서적을 제공했다. 이때
소현세자를 수행한 무관은 이경상(李慶相)이었다.
<기하원본 幾何原本>이 조선에서 진지하게 읽
힌 것은 18세기 말 ‘천진암강학회’에서였다. 권상학,
권일신, 권철신, 김원성, 이가환, 이벽, 이승훈, 이총
억, 정약용, 정약전 등이 그들이다. 이 강학회를 이
끈 이벽(李蘗, 1754-1785)은 앞서 언급한 이경상의
5대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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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벽은 집에 보관되어 있던 <천주실의>와 <기
하원본> 등을 독학하며 그 깨우친 바를 강학회에
서 동료 학자들과 나누었던 것이다.
한국인 최초 영세자 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푼 사
람은 그라몽 신부(Grammont, Jean-Joseph de,
1736-1812)였다. 그라몽 신부는 예수회 소속으로서
궁정(宮廷) 수학자 자격으로 북경에 있었다.
이승훈에 의해 조선에서 시행된 가성직제도(假
聖職制度)가 독성죄(瀆聖罪)에 해당한다며 금지시
키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킨 사람은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Alexander de, 1751-1808)
주교였다. 구베아는 수학 박사로서 흠천감정(欽天
監正)과 국자감 산학관장(國子監算學館長)으로 북
경에 있었다. 구베아 주교가 파송한 주문모 신부는
한국에서 사목한 최초의 사제였다.
구베아는 조선에서의 제사 금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제사 금지로 인
하여, 전통적으로 양반 가문인 해남 윤씨 가문과
안동 권씨 가문에서조차 부모의 제사를 폐(廢)하는
일이 생겼고, 이는 1791년부터 여러 양반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으며, 기독 신앙에
비교적 관대하던 정조(正朝)로 하여금 천주교를
‘사학(邪學)’이라고 규정하게 하였고, 많은 양반 학
자들이 천주교를 떠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
조가 죽은 다음 해인 1801년에 극에 달했다.
예수회는 교황의 명에 의해 1773년 해체되었다
가 1814년에 재조직되었다. 조선 가톨릭 교회가 제
사 문제를 문의할 당시의 북경 교구 책임자 구베
아 주교는 예수회 소속이 아닌 성 프란치스코회
소속이었다.
당시의 북경 교구장이 보유론적(補儒論的) 입장
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소속이었다면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하였을까?
‘조상 제사 = 우상 숭배‘라는 등식은 천주교 입
8

장에서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유교 전통
이 깊은 조선에 그 등식을 강요한 것은 전교(傳敎)
전략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지혜롭지 못했다.
구베아의 제사 금지는 천진암강학회에서 기독
신앙과 서양 수학을 접한 대부분의 학자를 죽거나
유배 가게 하였고, 구베아가 파송한 주문모 신부까
지 죽게 하였다.
조선의 아픈 역사는 수학 그리고 수학자와 무관
하지 않다.
9
정조가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채제공, 이가환,
정약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승을 지낸 채
제공은 당시 화성부 유수였고, 이가환은 정2품 공
조판서였으며, 정약용은 종3품 병조참의였다. 수학
에 능한 이가환과 정약용이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
기, 유형거, 녹로 등 필요한 장비를 만들었다. 이
성축 사역을 위해 정조가 정약용에게 하사한 책은
『기기도설(奇器圖說)이다. 이 책은 예수회 신부
요한 테렌츠 슈렉(Johann Terrenz Schreck, 鄧玉
函, 1576-1630)이 중국 학자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수원화성이 마무리된 후, 정조의 든든한 바람막
이였던 채제공이 1799년에 죽고, 다음 해에 정조가
죽었다. 이가환과 정약용에게 집중되던 숱한 시기
와 모함을 막아주던 두 울타리가 모두 사라지자
이가환과 정약용의 생명은 풍전등화였다. 정조가
죽은 다음 해인 1801년에 참화가 발생했다. 서양
수학과 함께 들어 온 기독신앙이 ‘무부무군(無父無
君)’으로 여겨지면서 <기하원본> 등 서양 학문도
‘사학(邪學)’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정조는 ‘정학(正
學)이 건강하면 사학(邪學)을 막을 수 있다’며 서양
학문을 보호하였었다. 정조는 조선의 역사에서 수
학을 일아 본 유일한 군주였다. 이는 한국의 역사
가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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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환은 비범한 사람이었나 보다. 정약용은 그
가 ‘귀신이 아닌가?’ 하며 의심하였단다. 이가환은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고
했다. 이가환이 말한대로, 이가환을 죽이니 조선에
서 서양 수학은 사라졌다. 이 땅에 서양 수학이 다
시 들어오기까지 조선은 망했고, 일제 강점이 이어
졌으며, 6/25 전쟁을 겪어야 했다.
천진암 강학회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밖으로
나가 배워 온 사람도 없는데, 서양의 수학을 자생
적으로 궁구한 모임으로서 세계 수학의 역사에 전
례가 없을 것이다. 유클리드의 <원론>이, 출간된
이후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 이 땅(조선)에서
진지하게 읽혔는데 그 수학이 죽임을 당했으니
1801년에 미련을 떨치기가 어렵다.
11
일제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리 없
었다. 수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당시 일본 사람들은 수학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54년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필즈메달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한국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멈추었지만 만신창이가 된 때였다.
한국 수학의 역사가 아직 한 세기가 되지 아니
한데 이 만큼 성장한 것은 약 250년 전의 ‘강학회’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강학회 정신은 수
학의 정신이었다.

수학 산책

12
예술에 수학이 있고 권력에도 수학은 있지만, 수
학은 항상 침묵한다. 수학은 있어야 할 자리에 묵
묵히 그냥 있을 뿐이다.
힐베르트 등 수학자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수학의 공리 체계가 ‘무모순적(consistent)’이고 ‘완
전(complete)’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믿었다. 그
러나 수학은 곧 그렇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말했다.
수학은 진리를 지향할 뿐, 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에게 수학으로 말한다. ‘불완전성 정리’이다. 침묵하
는 수학의 겸손이다.
마무리
수학은 말이 없다. TV나 YouTube에서 큰 소리
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은 ‘과묵’이다. 수학은
‘수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한다. 수학은
다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킬 뿐이다. 그
래서 수학은 ‘지혜’이다. 수학은 ‘과묵한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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