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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ing the Circle and Recognizing Right
Triangles of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인들의 원의 구적과 직각삼각형의 인식

Park Mingu 박민구 Park Jeanam* 박제남 Hong Kyounghee 홍경희

In this paper, we discuss how ancient Egyptians find out the area of the circle
based on 《Ahmose Papyrus》. Vogel and Engels studied the quadrature of the
circle, one of the basic concepts of ancient Egyptian mathematics. We look closely
at the interpretation based on the approximate right triangle of Robins and Shute.
As circumstantial evidence for Robbins and Shute’s hypothesis, Egyptians prior to
the 12th dynasty considered the perception of a right triangle as examples of ‘si-
multaneous equation’, ‘unit of length’, ‘unit of slope’, ‘Egyptian triple’, and ‘right
triangles transfer to Greece’. Finally, we present a method to utilize the squaring
the circle by ancient Egyptians interpreted by Robbins and Shute as the dynamic
symmetry of Hamb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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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사제 마네토는 이집트를 정복한 힉소스를 “동쪽지역에서 온 불분

명한 종족의 침입자”로 기술하며, 버낼은 힉소스가 동부 삼각주에 늦어도 기원전 1740년에

도착하여 기원전 1570년경 이집트·누비아의 제18왕조에 의해 퇴각될 때까지 150여 년간

하이집트를 장악했다고 보고 있다 [3]. 그리고 손주영·송경근 [25]은 힉소스의 침입과 이집

트의 지배시기를 1750–1528 B.C.로 사용한다. 문제는 연표인데 이에 관한 이집트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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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확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힉소스의 지배를 기원전 165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3].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33년 10월에 서기인 아메스는 제12왕조 아메넴하트 3세 (1859–

1814 B.C.)때 쓰인 문서를 바탕으로 산술과 기하학의 87개의 문제를 저작한다[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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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기원전 세기 이집트 사제 마네토는 이집트를 정복한 힉소스를 동쪽지역에서 온 불분명한 종족  3 “

의 침입자 로 기술하며 버낼은 힉소스가 동부 삼각주에 늦어도 기원전 년에 도착하여 기원전 ” , 1740

년경 이집트누비아의 제 왕조에 의해 퇴각될 때까지 여 년간 하이집트를 장악했다고 보1570 18 150‧

고 있다 그리고 손주영송경근 은 힉소스의 침입과 이집트의 지배시기를 로 [6]. [3] 1750-1528 B.C.‧

사용한다 문제는 연표인데 이에 관한 이집트 기록이 매우 불확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힉소스의 . 

지배를 기원전 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1650 [6].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년 월에   33 10 서기인 아메스는 제 왕조 아메넴하트 세12 3 (1859-1814 

때 쓰인 문서를 바탕으로 B.C.) 산술과 기하학의 개의 문제를 저작한다87 ([6], [12]). 

    

그림 < 1 서기 기원전 루브르박물관 소장 촬영 박제남> , 2033-1720( , : )

다수의 수학사 저자들 은 아메스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년경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9] 1650

카조리 는 아메스가 기원전 년 이전에 쓴 것으로 언급하며 스미스 는 [11] 1700 [26] 1750-1580 

로 제시한다 압둘아지즈 는 또는 년경으로 그리고 미아떼오 는 B.C. . [4] 1650 B.C. 1800 B.C. [22]

로 사용한다1794-1550 B.C. .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포피스 이전 제 왕조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15

때문이다 참고로 반 드 미에룹 은 제 왕조를 로 한다 이런 이유로 스미[6]. [27] 15 1650-1550 B.C. . 

스와 미아떼오는 아메스의 저작시기를 서로 다른 연도이지만 힉소스의 이집트 지배 기간으로 사, , 

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수학의 근본개념 중에 하나는 이 삼차원에서 곡선 면 모양의 도형을 직선 또는 평면으로  , /

둘러싸인 도형으로 변형시키는 사각형화 이다 예를 들어 아메스는 (quadrature) . , 문제 41, 42, 43, 

그리고 번에서 원을 정사각형으로 접근 하는 알고리즘을 48, 50 (quadrature, squaring the circle)

Figure 1. A scribe, 2033–1720 B.C. (The Louvre, Photo: J. Park); 서기, 기원전 2033–1720
(루브르박물관 소장, 촬영 : 박제남)

다수의 수학사 저자들 [6]은 아메스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1650년경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카조리 [8]는 아메스가 기원전 1700년 이전에 쓴 것으로 언급하며 스미스 [26]는

1750–1580 B.C.로 제시한다. 압둘아지즈 [1]는 1650 B. C. 또는 1800 B. C. 년경으로 그

리고 미아떼오 [19]는 1794–1550 B. C. 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포피스 이전 제15왕조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3]. 참고로 반 드 미에룹 [27]은 제15왕조를 1650–1550 B. C. 로 한다.

이런 이유로 스미스와 미아떼오는 아메스의 저작시기를, 서로 다른 연도이지만, 힉소스의

이집트 지배 기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수학의 근본개념 중에 하나는 이, 삼차원에서 곡선/면 모양의 도형을 직선 또는

평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변형시키는 사각형화 (quadrature)이다. 예를 들어, 아메스는

문제 41, 42, 43, 48, 그리고 50번에서 원을 정사각형으로 접근(quadrature, squaring the

circle)하는 알고리즘을 다룬다 [9]. 이때, 42번의 경우만 지름의 길이를 10으로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9로 사용한다. 원의 넓이를 처음 소개한 원기둥 모양의 곡물통의 부피

를 직육면체의 부피로 구하는 41번 문제로 보아, 원통의 부피를 구하기 위하여 원의 넓이

를 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8번 (Figure 2 참고) 역시 원의 넓이를 다루는데 아메스

파피루스에 소개된 문제들과 형식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아메스가 아무런 질문 없이

도형과 함께 8× 8 = 64와 9× 9 = 81을 이집트 곱셈법 (Egyptian doubling rule)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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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을 체이스 [9]는 9× 9 = 81을 외접사각형의 넓이로, 8× 8 = 64는 원의 넓이로

하여

“원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여라(Compare the area of a circle

and of its circumscribing square).”

로 번역하는데, 결과적으로 체이스는 파피루스 Plate 70을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내부의

도형을 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메스 파피루스 48번의 내부 그림은 Plate 63(문

제 41번)과 Plate 72(문제 50)에서 아메스가 그린 원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48번 그림을

정사각형과 팔각형 (Figure 2 참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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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이때 번의 경우만 지름의 길이를 으로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로 사용[12]. , 42 10 9
한다 원의 넓이를 처음 소개한 원기둥 모양의 곡물통의 부피를 직육면체의 부피로 구하는 번 . 41
문제로 보아 원통의 부피를 구하기 위하여 원의 넓이를  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번 그, . 48 (<
림 참고 역시 원의 넓이를 다루는데 아메스 파피루스에 소개된2> ) 문제들과 형식이 다르게 기록 
되어 있다 아메스가 아무런 질문 없이 도형과 함께 . !×!#$%와 &×&#!'을 이집트 곱셈법

으로만 제시한 것을 체이스 는 (Egyptian doubling rule) [12] &×&#!'을 외접사각형의 넓이로, 
!×!#$%는 원의 넓이로 하여 

원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여라“ (Compare the area of a circle and of its 
circumscribing square).”

로 번역하는데 결과적으로 체이스는 파피루스 을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내부의 도형을 , Plate 70 , 
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메스 파피루스 번의 내부 그림은 문제 번 과 . 48 Plate 63( 41 )

문제 에서 아메스가 그린 원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번 그림을 정사각형과 팔각형Plate 72( 50) 48
그림 참고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2> ) [16]. 

그림 아메스 파피루스 번과 각형 해석< 2> 48 8

이때 팔각형의 넓이는 이며 정사각형 넓이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 63 ()$*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삿값 ()$*≒()$%#!을 얻고 따라서 지름이 인 원의 넓이는 지름의 만큼을 제외9 1/9
한 나머지 길이의 제곱으로 얻어진다([16], [13]).

우리는 본고에서   체이스와 엔겔스의 주장에 뿌리를 둔 로빈스와 슈트 의 [24]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원의 정사각형화 아메스 파피루스 번 에 대하여( 41, 42, 43, 48, 50 )『 』 살펴본다 이를  . 
위하여 장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심도 3
있게 고찰한다 끝으로 장에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고대 이집트 수학의 . 4
기본개념 중에 하나인 원의 정사각형화를 동적조화 로 접근하여 (dynamic symmetry)[17]
유클리드 사각형 그리고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를 작도한다 본 [15, Book II, Proposition 11] .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집트 연표는 버낼 의 연표 를 따랐다(M. Bernal) [6] .

Figure 2. Ahmose papyrus number 48 and an analysis of the octagon; 아메스 파피루스 48
번과 8각형 해석

이때, 팔각형의 넓이는 63이며 정사각형 넓이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
63이 필

요한데 이에 대한 근삿값
√
63 ≑

√
64 = 8을 얻고 따라서 지름이 9인 원의 넓이는 지름의

1/9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의 제곱으로 얻어진다 [13, 10].

우리는 본고에서 체이스와 엔겔스의 주장에 뿌리를 둔 로빈스와 슈트 [23]의 직각삼각형

을 이용한 원의 정사각형화 (《아메스 파피루스》 41, 42, 43, 48, 50번)에 대하여 살펴본

다. 이를 위하여 3절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다. 끝으로 4절에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고대

이집트 수학의 기본개념 중의 하나인 원의 정사각형화를 동적조화 (dynamic symmetry)

[14]로 접근하여 유클리드 사각형 [12, Book II, Proposition 11] 그리고 쿠푸왕의 대 피

라미드를 작도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집트 연표는 버낼 (M. Bernal)의 연표 [3]를

따랐다.

2 로빈스와 슈트의 가설

아메스는 원의 넓이를 지름의 1/9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

의 넓이로 접근한다. 그러나 아메스는 계산 과정만을 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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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스 파피루스를 포함하여 어느 사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레가 1 mile 정도인

원의 넓이를 이집트 곱셈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보자.

[문제 50] 들판에서 지름의 길이가 9 khet인 원의 넓이는? 지름의 길이의 1/9

만큼, 즉 1을 빼면 8이 남는다. 8 곱하기 8을 하면 64이다.

계산과정을 보면 :

1 9

1/9 1

8이 남고

1 8

2 16

4 32

\8 64

여기서 khet는 100 큐빗으로 대략 57 yards이다. 즉, [9− (9× (1/9))]2 = 82 = 64이다.

보겔, 질링스, 클라젯 [13, 10]은 문제 48의 도형을 정사각형과 팔각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름에서 1/9 만큼을 제외한 이유를 찾는 반면에 엔겔스 [11]는 이들의 해석과 관계없이

다음 Figure 3으로 추측한다. 엔겔스는 문제48번에서 정사각형 내부의 도형을 원으로

판단한 체이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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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스와 슈트의 가설2. 

아메스는 원의 넓이를 지름의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넓이로   1/9
접근한다 그러나. 아메스는 계산 과정만을 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은 아메스 파피루스를  
포함하여 어느 사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레가 정도인 원의 넓이를 이집트 1 mile 
곱셈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보자.

문제 [ 50] 들판에서 지름의 길이가 인 원의 넓이는9 khet ?

지름의 길이의 만큼 즉 을 빼면 이 남는다 곱하기 을 하면 이다1/9 , 1 8 . 8 8 64 .

계산과정을 보면:
  1  9
 1/9  1

이 남고  8
  1  8
  2 16
  4 32

8＼ 64

여기서 는 큐빗으로 대략 이다 즉  khet 100 57 yards . , ,&-.&×.'/&0012 #!2 #$%이다.
보겔 질링스 클라젯 은 문제 의 도형을 정사각형과 팔각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  , , ([16], [13]) 48
름에서 만큼을 제외한 이유를 찾는 반면에 엔겔스 는 이들의 해석과 관계없이 다음 그림 1/9 [14] <

으로 추측한다 엔겔스는 문제 번에서 정사각형 내부의 도형을 원으로 판단한 체이스의 주장3> . 48
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 단계 단계                   [ 1]                      [ 2]                       [ 3]
그림 엔겔스의 추측< 3> 

단계 에서 정사각형의 각 변을 등분하고 단계 에서 각 교점을 연결하면 마지막 단계   [ 1] 4 , [ 2] [

에서 정사각형 밖으로 나간 지름의 일부는 단계 의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등분3] [ 2] 4

Figure 3. Conjecture of Angels; 엔겔스의 추측

[단계 1]에서 정사각형의 각 변을 4등분하고, [단계 2]에서 각 교점을 연결하면 마지막

[단계 3]에서 정사각형 밖으로 나간 지름의 일부는 [단계 2]의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4등분한 길이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지름을 18등분 하였을 때, 원 밖은 양 끝 1

개씩 모두 2개에 해당되므로 지름의 1/9만큼을 제외한 셈이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r,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 할 때, [단계 1]에서 r = (
√
5/4)a, 그리고 [단계 3]에서

r = a/2+ a/16 = (9/16)a를 얻는다. 따라서 엔겔스의 추정은 근삿값 4
√
5 ≑ 9와 관계가

있다.



Park Mingu, Park Jeanam, Hong Kyounghee 225

엔겔스는 [단계 1]에서 이집트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4등분했다고 직관적으로 받아들

인다. 한 변이 12인 정사각형으로 한 변을 3등분, 4등분하여 이들 점을 다음 Figure 4와

같이 지나는 원을 보면서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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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이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지름을 등분 하였을 때 원 밖은 양 끝 개씩 모두 개에 해. 18 , 1 2
당되므로 지름의 만큼을 제외한 셈이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1/9 . ,  3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 
4라 할 때 단계 에서 , [ 1] 3#.()5/%04 그리고 단계 에서 , [ 3] 3# 4/264/'$ #.&/'$04를 얻는다. 
따라서 엔겔스의 추정은 근삿값 %()5≒&와 관계가 있다.

엔겔스는 단계 에서 이집트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등분했다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한   [ 1] 4 . 
변이 인 정사각형으로 한 변을 등분 등분하여 이들 점을 다음 그림 와 같이 지나는 원12 3 , 4 < 4>
을 보면서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

     

그림 등분선의 원과 등분선의 원< 4> 3 4

위의 그림에서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이는 등분의 경우보다 등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3 4
더 작아 보인다 이를 수식으로 비교해보자. . 

등분과 등분을 함께 비교하기 위하여 한 변이 인 정사각형을 그린다 먼저 등분의 경우   3 4 12 . 3
32 # 22 6$2 #%7이므로 원의 넓이는 832 # 8%7≒'259$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22 #'%%이다 반면 . 4
등분의 경우에는 32 # *26$2 #%5에서 원의 넓이는 832 #8%5≒'%'9*이므로 한 변을 등분하는 것이 4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4]). 

다음에서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지름의 만큼을 제외한 이유를 로빈스와   1/9
슈트 의 주장으로 알아보자 로빈스와 슈트는 번의 팔각형 해석과 관계없이 제시한 엔겔스[24] . 48
의 방법에서 출발한다 로빈스와 슈트는 엔겔스처럼 정사각형의 한 변을 등분하기 위하여 먼저 . 4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로 결정하고  그림 처럼 8 < 5> %-!-&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환언하면 . 보겔 질링스 클라젯, , 은 이집
트인들이 근삿값 ()$*≒()$%#!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면 로빈스와 슈트는 엔겔스와 같이, , 
이집트인들이 근삿값 %()5≒&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Figure 4. Third and quarter-division circles; 3등분선의 원과 4등분선의 원

위의 그림에서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이는 3등분의 경우보다 4등분의 경우가 상대

적으로 더 작아 보인다. 이를 수식으로 비교해보자.

3등분과 4등분을 함께 비교하기 위하여 한 변이 12인 정사각형을 그린다. 먼저 3등분

의 경우 r2 = 22 + 62 = 40이므로 원의 넓이는 πr2 = π40 ≑ 125.6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122 = 144이다. 반면 4등분의 경우에는 r2 = 32 + 62 = 45에서 원의 넓이는

πr2 = π45 ≑ 141.3이므로 한 변을 4등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다음에서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지름의 1/9만큼을 제외한 이유를 로

빈스와 슈트 [23]의 주장으로 알아보자. 로빈스와 슈트는 48번의 팔각형 해석과 관계없이

제시한 엔겔스의 방법에서 출발한다. 로빈스와 슈트는 엔겔스처럼 정사각형의 한 변을 4

등분하기 위하여 먼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8로 결정하고 Figure 5처럼 4 − 8 − 9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환언하면 보겔, 질링스, 클라젯은 이집트인들이 근삿값
√
63 ≑

√
64 = 8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면 로빈스와 슈트는, 엔겔스와 같이, 이집트인들이 근삿값 4
√
5 ≑ 9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로빈스와 슈트는 고대 이집트인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름의 1/9

만큼을 제외한 길이를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으로 원의 넓이를 구했다고 추정한다. 그

러나 이들의 가설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인식하고

활용했다는 간접증거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 절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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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형을 사용한 원의 정사각형화 < 5> 

따라서 로빈스와 슈트는 고대 이집트인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름의 만큼을 제  1/9 

외한 정사각형으로 원의 넓이를 구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가설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당. 

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인식하고 활용했다는 간접증거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있

어야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 절에서 알아보자. .

3. 고대 이집트인들의 직각삼각형의 인식

로빈스와 슈트의 가설은 최소한   제 왕조 아메넴하트 세 때 이집트인들이 12 3 (1859-1814 B.C.)

소위 피타고라스 짝인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로빈스와 Egyptian triple . 

슈트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인지했다는 상황[24]. 

의 확실성을 위하여 연립방정식 길이의 단위 기울기 단위 그리고 그리스‘ ’, ‘ ’, ‘ ’, ‘Egyptian triple’, ‘

로의 직각삼각형 전이 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 

베를린 파피루스 6619【 】 콴 콰텐벌그 는 고대 이집트 제 왕조 중기부터  - (Schack-Schackenburg) 12

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 파피루스 에서 다루는 두 연립이13 (Berlin Papyrus 6619)

차방정식

:;
26<2 # '77
%;-*<#7

, :;
26<2 # %77
%;-*<#7

을 Egyptian triple .$= != '70= .'2= '$= 270을 구하는 문제로 본다[16]. */%은 단위분수의 합 '/2 6'/%

로 분해되며 이를 )2 )% 등으로 표시하자 첫 연립방정식의 풀잇법을 보면 하나는  . ' 나머지 하나는 , 

)2 )%으로 택하면 이들의 제곱의 합은 ' )2 )'$ 그리고 , ()')2 )'$# ' )%이다 이 값으로 가장 큰 수 . 100

의 거듭제곱근 ()'77#'7을 나누어 '7 ÷.')%0 # !을 얻는다 다음으로 언급될 부분은 완전히 훼손 . 

되었으나 콴 콰텐벌그는 한 변 - !×.)2 )%0 #$을 얻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13]. $2 6 !2 #'72이

다 이와 같은 오류가설 풀잇법은 아메스도 사용한 방법이고 디오판토스의 수론. (false position) 《

서 나 중국의 구장산술 의 일차방정식 풀이에서도 나타난다([9], [19]).》 《 》

Figure 5. Robbins and Shute’s quadrature using a right triangle;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
형을 사용한 원의 정사각형화

3 고대 이집트인들의 직각삼각형의 인식

로빈스와 슈트의 가설은 최소한 제12왕조 아메넴하트 3세 (1859–1814 B.C.)때 이집트

인들이 소위 피타고라스 세 쌍인 Egyptian triple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탕

으로 한다. 로빈스와 슈트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23].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을 인지했다는 상황의 확실성을 위하여 ‘연립방정식’, ‘길이의 단위’, ‘기울기 단

위’, ‘Egyptian triple’, 그리고 ‘그리스로의 직각삼각형 전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베를린 파피루스 6619】콴-콰텐벌그 (Schack-Schackenburg)는 고대 이집트 제12왕조

중기부터 13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 파피루스 (Berlin Papyrus 6619)에서

다루는 두 연립이차방정식

x2 + y2 = 100 x2 + y2 = 400

4x− 3y = 0 4x− 3y = 0

을 Egyptian triple (6, 8, 10), (12, 16, 20)을 구하는 문제로 본다 [13]. 3/4은 단위분수의

합 1/2+1/4로 분해되며 이를 2 4등으로 표시하자. 첫 연립방정식의 풀잇법을 보면 하나는

1, 나머지 하나는 2 4으로 택하면 이들의 제곱의 합은 1 2 16, 그리고
√
12 16 = 14이다.

이 값으로 가장 큰 수 100의 거듭제곱근
√
100 = 10을 나누어 10 ÷ (14) = 8을 얻는다.

다음으로 언급될 부분은 완전히 훼손 되었으나 콴-콰텐벌그는 한 변 8× (2 4) = 6을 얻는

것으로 추정한다 [10]. 따라서 62 + 82 = 102 이다. 이와 같은 오류가설 (false position)

풀잇법은 아메스도 사용한 방법이고 디오판토스의 《수론서》나 중국의 《구장산술》의

일차방정식 풀이에서도 나타난다 [6, 16].

【길이의 단위 Double Remen】직각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길이의 단위를 들 수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큐빗인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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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각선 길이를 ‘double remen’으로 사용하는데 ‘double remen’은 단위정사각형의

넓이를 두 배, 그리고 ‘remen’은 단위정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한 정사각형들을 만든다

[13, 4]. 이와 같은 단위 사용에 대하여 럽킨 [18]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

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대각선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더 나아가 버낼 [4]은 “무리수는 최소한 기원전 2000년 경 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으며

비록 유클리드 방법에 의한 증명 여부를 떠나 상황의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로

보아, 이집트 서기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한 변과 대각선의 길이가 동일한 단위 길이로

잴 수 없다 (incommensurability)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집트인들은
√
2의

근삿값을 1+4+7+28 또는 1+3+12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삿값 1+3+12

의 제곱과 2와의 차이는 144이다 [22].

【기울기 단위 seked】건축물의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한 것이다 [7, 9, 24].

고대 이집트인들은 cotangent를 기울기로 사용하고 이를 ‘seked’로 불렀다. 즉, h가 1(큐

빗) (1 큐빗 = 7 palms = 28 fingers = 20.60 inches)일 때, palm과 finger로 측정된 d

의 값을 S(seked)로 정의한다 (Figure 6 참고). 따라서 S = (7d)/h = 7 cotα이다. 예를

들면, 아메스 파피루스 57번은 밑변의 길이가 140 큐빗이고 seked가 5 palms 1 finger인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때, 피라미드의 밑각 α에서 S = 21/4(seked)

이고 cotα = (1/7)S = 3/4이다. 또는

cotα =
(1/2)(140)

높이
=

1

7
(5

1

4
) =

3

4

따라서 (d, h, l)은 (3, 4, 5)이고 밑각은 α = 53◦ 이다. 놀랍게도, 아메스 파피루스 57

번 문제는 우세르카프 (Userkaf, 고왕국 5왕조, 재위기간 : 2494–2489 B.C.)의 피라미드

의 실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7, 9]. 한편, 아메스 파피루스 60번 문제는 S = 1/4(seked),

α = 75◦57′50′′로 Mastaba-tombs와 Medum 피라미드의 기울기와 일치한다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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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단위 Double Remen【 】 직각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추정 

되는 것으로 길이의 단위를 들 수 있다 한 변의 길이가 큐빗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 1

으로 사용하는데 은 단위정사각형의 넓이를 두 배 그리고 은 ‘double remen’ ‘double remen’ , ‘remen’

단위정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한 정사각형들을 만든다 이와 같은 단위 사용에 대하([16], [7]). 

여 럽킨 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대각선 길이의 제[20]

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더 나아가 버낼 은 무리수는 최소한 기원전 [7] “

년 경 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으며 비록 유클리드 방법에 의한 증명 여부를 떠나 상황의 2000

증거 로 보아 이집트 서기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한 변과 대각선의 (circumstantial evidence) , 

길이가 동일한 단위 길이로 잴 수 없다 는 것을 인지한 것 으로 주장한다 이(incommensurability) ” . 

집트인들은 ()2의 근삿값을 '6)%6)?6)2! 또는  '6)*6)'2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삿 

값 '6)*6)'2의 제곱과 2와의 차이는 )'%%이다[23]. 

【기울기 단위 seked】 건축물의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한 것이다 ([10], [12], [25]). 

고대 이집트인들은 를 기울기로 사용하고 이를 로 불렀다 즉cotangent ‘seked’ . , @가 큐빗 큐1( ) (1 

빗 일 때= 7 palms = 28 fingers = 20.60 inches) , 

과 로 측정된 palm finger A의 값을 B 로 정의한다(seked)

그림 참고 따라서 (< 6> ). B#.?A0/@#? cot F이다 예를 .  

들면 아,  메스 파피루스 번은 밑변의 길이가 큐빗57 140 

이고 가 인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seked 5 palms 1 finger

산하는 문제이다 이때 피라미드의 밑각 . , F에서 B # 2'/%

이고 (seked) cotF # .'/?0B #*/%이다 또는 . 

cot F #).높이0
.'/20.'%70

#)?
' .5)%
' 0# )%

*

따라서 .A=@=G0은 .*= %= 50이고 밑각은 F # 5*H이다 놀랍게. 

도 아메스 파피루스 번 문제는 우세르카프, 57 (Userkaf, 

고왕국 왕조5 , 재위기간 의 피라미드의 실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2494-2489 B.C.) ([10], [12]). 

한편 아메스 파피루스 번 문제는 , 60 B#'/%(seked), F # ?5H5? ′57″로 와 Mastaba-tombs Medum 

피라미드의 기울기와 일치한다([12], [18]).  

Egyptian Triple【 】 Egyptian triple .$= != '70의 기본짝 .*= %= 50는 고왕국 왕조4-6 (3000-2450 B.C.)

때 건설된 개의 피라미드에서 나타난다 또한 로시 는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7 [25]. , [25]

때 Egyptian triple .2'= 27= 2&0, .'5= != '?0= .5= '2= '*0= .?= 2%= 250 등을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로빈스 슈트 럽킨 등은 고왕국 후기 피라미드 건축가들이 경사를 에서 . , , 14/11 4/3

로 바꾼 것은 Egyptian triple .*= %= 50를 알고 있었고 또한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로 말하면 를 로 바꾼 것이다[8], seked 5 palms 2 fingers 5 palms 1 finger . 

전자의 예로  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Khufu, Neuserra Khafra, Userkaf, Teti, 

그림 피라미드< 6> 

Figure 6. Pyramid; 피라미드

【Egyptian Triple】Egyptian triple (6, 8, 10)의 기본짝 (3, 4, 5)는 고왕국 4–6왕조

(3000–2450 B.C.) 때 건설된 7개의 피라미드에서 나타난다 [24]. 또한, 로시 [2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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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Egyptian triple (21, 20, 29), (15, 8, 17), (5, 12, 13),

(7, 24, 25) 등을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로빈스, 슈트, 럽킨 등은

고왕국 후기 피라미드 건축가들이 경사를 14/11에서 4/3로 바꾼 것은 Egyptian triple

(3, 4, 5)를 알고 있었고, 또한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5], seked로 말하면 5 palms 2 fingers를 5 palms 1 finger로 바꾼 것이다. 전자의 예로

Khufu, Neuserra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Khafra, Userkaf, Teti, Pepi I,

Merenra, Pepi II의 피라미드 등을 들 수 있다 [16].

【그리스로의 직각삼각형 전이】기원전 50년경부터 로마인들은 그리스로부터 얻은 기

초자료로 그들 자신만의 과학기술 서적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저서는 기원전

14년부터 시작된 비트루비우스 (Vitruvius)의 10권으로 이루어진 건축학에 관한 책이다.

비트루비우스는 가장 위대한 3개의 수학적 발견으로 (3, 4, 5) 직각삼각형, 정사각형의 대

각선을 통한 무리수, 그리고 왕관 문제의 아르키메데스의 해를 든다 [17]. 비트루비우스는

삼각형 (3, 4, 5)가 직각삼각형이라는 발견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한다

[15].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구

하는데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음 절에서는 지름에 1/9만큼을 제외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과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을 바탕으로 아메스 파피루스 50번 문제를 햄비지 [14] 가 도입한 동적조화

(dynamic symmetry)로 재해석해보자.

4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형과 유클리드 사각형

이차방정식 x2 = a(a− x)를 구하는 문제 (Book II, Proposition 11)(참고 : Book XIII,

Proposition 1, 2, 3)를 살펴보자 [12].

To cut a given straight line so that the rectangle contained by the whole

and one of the segments is equal to the square on the remaining seg-

ment(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DC 에서 선분 AB 위에 정사각형

AHGF 의 넓이가 직사각형 HBDK의 넓이와 같게 되는 점 H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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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라미드 등을 들 수 있다Pepi I, Merenra, Pepi II [19]. 

그리스로의 직각삼각형 전이【 】 기원전 년경부터 로마인들은 그리스로부터 얻은 기초자료로 그 50

들 자신만의 과학기술 서적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저서는 기원전 년부터 시작된 비. 14

트루비우스 의 권으로 이루어진 건축학에 관한 책이다 비트루비우스는 가장 위대한 (Vitruvius) 10 . 

개의 수학적 발견으로 3 .*= %= 50 직각삼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한 무리수 그리고 왕관 문제 , , 

의 아르키메데스의 해를 든다 비트루비우스는 삼각형 [21]. .*= %= 50가 직각삼각형이라는 발견은 이

집트에서 그리스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한다[18].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음 절에서는 지름에 만큼을 제외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과 내접하는 직각삼각형  1/9

을 바탕으로 아메스 파피루스 번 문제를 햄비지 가 도입한 동적조화 로 50 [17] (dynamic symmetry)

재해석 해보자.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형과 유클리드 사각형4. 

이차방정식   ;2 #4.4-;0를 구하는 문제 참고(Book II, Proposition 11)( : Book XIII, Proposition 

를 살펴보자1, 2, 3) [15]. 

To cut a given straight line so that the rectangle 

contained by the whole and one of the segments is 

한 변equal to the square on the remaining segment(

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IJKL에서 선분 IJ위에 정

사각형 IMNO 의 넓이가 직사각형 MJKP의 넓이와 

같게 되는 점 M 를 구하여라).

                                                             

                                         

  Q 를 선분 IL 의 중점이라고 하면 JQ #.()5/204이다. 

JQ와 길이가 같도록 QO 를 잡자. IO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IJ 와 만나는 점을 M 라 하자 이때 . 

정사각형 IMNO 의 넓이가 직사각형 MJKP의 넓이가 같

게 된다. LO # 46..()5-'0/204 #4.()56'0/2이고 특히 4#'일 때, LO # .()56'0/2 ≒'9$'!이다. 

우리는 주어진 정사각형에서 얻은 직사각형 LKRO 를 유클리드 사각형 이라 (Euclidean rectangle)

부른다 한편 비율로 본 . , LO # .()56'0/2를 유클리드는 로 불렀으‘the extreme and mean ratio’

그림 유클리드 사각형 < 7> 

Figure 7. Euclidean rectangle; 유클리드 사각형

E를 선분 AC의 중점이라고 하면 BE = (
√
5/2)a이다. BE와 길이가 같도록 EF 를 잡

자. AF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AB와 만나는 점을 H라 하자. 이때 정사각

형 AHGF 의 넓이가 직사각형 HBDK의 넓이가 같게 된다. CF = a+((
√
5−1)/2)a =

a(
√
5 + 1)/2이고 특히 a = 1일 때, CF = (

√
5 + 1)/2 ≑ 1.618이다. 우리는 주어진

정사각형에서 얻은 직사각형 CDIF 를 유클리드 사각형 (Euclidean rectangle)이라 부른

다. 한편, 비율로 본 CF = (
√
5 + 1)/2를 유클리드는 ‘the extreme and mean ratio’로

불렀으며 우리는 이를 ‘극대와 극대가 아니 비’로 번역하는데 중등 수학과정에서는 ‘외항과

내항의 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21].

이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정사각형화 방법을 삼각형의 빗변 BC를 사용하여 유클

리드 사각형을 작도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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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는 이를 극대와 극대가 아니 비 로 번역하는데 중등 수학과정에서는 외항과 내항의 비 로 ‘ ’ ‘ ’

사용할 수도 있다[2]. 
이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정사각형화 방법을 삼각형의 빗변   )JL를 사용하여 유클리드 사각

형을 작도하여 보자.

단계 단계                                [ 1]                      [ 2]
그림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형과  유클리드 사각형< 8> 

  

근사적인   .%= != &0 그림 의 단계 에서 지름과 원이 만나는 점을 잡는다 Egyptian triple(< 8> 1) .  

수평 지름이 원과 만난 점 K에서 직각삼각형 대각선에 수선을 그어 만난점을 Q 라 하면 정사각

형 QKNO가 작도되고 이로부터 유클리드 사각형 NMLO 또는  RKQJ를 얻는다.

이제 이집트인의 정사각형화 문제를 선분  IJ와 평행한 원의 지름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사각형을 

작도하고 이어서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도 함께 작도하여 보자([1], [2], [5]).

단계 단계                       [ 1]                                  [ 2]
그림 원의 정사각형화와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의 동적조화 해석< 9> 

[단계 1] [단계 2]

Figure 8. Robbins and Shute’s right triangle, and Euclidean rectangle; 로빈스와 슈트의 직
각삼각형과 유클리드 사각형

근사적인 Egyptian triple(Figure 8의 [단계 1])에서 지름과 원이 만나는 점을 잡는다.

수평 지름이 원과 만난 점 D에서 직각삼각형 대각선에 수선을 그어 만난점을 E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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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EDGF 가 작도되고 이로부터 유클리드 사각형 GHCF 또는 IDEB를 얻는다.

이제 이집트인의 정사각형화 문제를 선분 AB와 평행한 원의 지름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사각형을 작도하고 이어서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도 함께 작도하여 보자 [20,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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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는 이를 극대와 극대가 아니 비 로 번역하는데 중등 수학과정에서는 외항과 내항의 비 로 ‘ ’ ‘ ’

사용할 수도 있다[2]. 
이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정사각형화 방법을 삼각형의 빗변   )JL를 사용하여 유클리드 사각

형을 작도하여 보자.

단계 단계                                [ 1]                      [ 2]
그림 로빈스와 슈트의 직각삼각형과  유클리드 사각형< 8> 

  

근사적인   .%= != &0 그림 의 단계 에서 지름과 원이 만나는 점을 잡는다 Egyptian triple(< 8> 1) .  

수평 지름이 원과 만난 점 K에서 직각삼각형 대각선에 수선을 그어 만난점을 Q 라 하면 정사각

형 QKNO가 작도되고 이로부터 유클리드 사각형 NMLO 또는  RKQJ를 얻는다.

이제 이집트인의 정사각형화 문제를 선분  IJ와 평행한 원의 지름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사각형을 

작도하고 이어서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도 함께 작도하여 보자([1], [2], [5]).

단계 단계                       [ 1]                                  [ 2]
그림 원의 정사각형화와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의 동적조화 해석< 9> 

Figure 9. Squaring the circle and the great pyramid of Khufu; 원의 정사각형화와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의 동적조화 해석

Figure 9 [단계 1]에서 선분 AB로부터 [단계 2]의 정사각형 ABDC를 작도하고 이로

부터 유클리드 사각형 AEO′C를 얻는다. 특히 선분 AB의 길이를 1로 치환하면 DO′ =

(
√
5 − 1)/2이고, 1 = BD = DF 인 점 F 를 잡으면 비율 DF/DO′ = (

√
5 + 1/)2인

피라미드가 작도된다. 이와 같이 작도된 피라미드는 Khufu, Neuserra의 피라미드와 같이

5 palms 2 fingers의 기울기를 갖는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이집트 수학의 기본개념 중의 하나인 원의

정사각형화 문제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를 두 가지 방법 (Figure 8, 9)으로 유클리드 사각

형과 관련지었다.

로빈스와 슈트의 가설을 다루는 데 있어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인지

하고 이를 어떻게 응용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방정

식’, 측정의 단위인 ‘double remen’,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Egyptian

triple’, 기울기의 단위인 ‘seked’ 그리고 비트루비우스가 주장한 ‘그리스로의 직각삼각형

전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Park Mingu, Park Jeanam, Hong Kyounghee 231

5.2 제언

아메스 파피루스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언제 《아메스 파피루스》가 저작되었고 그

저작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메스를 수학자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의 대상이다.

아메스 파피루스는 힉소스왕조 아포피스 33년에 아메넴하트 3세(1859–1814 B. C.)때 사용

된 문서보존 정책에 따라서 서기인 아메스가 저술한 것이며, 당시 서기의 배출과정 [25]과

저작원리 [9]–그룹으로 문제를 묶어 그 그룹 내에서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전개하고

때로는 공식으로 해를 언급–를 보면 아메스를 수학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버낼 [3]이 언급한 것처럼 아포피스 이전 제15왕조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메스 파피루스의 저작 시기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괴디케

는 아메스 파피루스 후면에 기록된 또 다른 문서 중 제3행 (Year 11, first month of the

inundate season, third day, Birth of Set; the majesty of this god caused his voice

to be heard. Birth of Isis, the heavens rained.) [9]을 소요의 신인 세트의 역할을 고

려하여 테라 섬 폭발과 연계시키고 익명의 파라오를 기원전 16세기 초인 제18왕조의 첫

파라오 아모세 1세로 본다 [3]. 그러나 테라 섬 폭발 연대를 기원전 1628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버낼 [3]은 아메스 파피루스 후면에 기록된 제3행을 테라섬 폭발과 연계하여 익명의

파라오 11년을 아포피스 11년으로 가정함으로써 그가 주장하고 있는 연대기와 잘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조합하여 우리는 아메스 파피루스의 저작 시기인 아포피스 33

년을 대략 기원전 1606년으로 추정 제시한다.

끝으로 로빈스와 슈트가 제시한 직각삼각형을 통한 원의 정사각형화는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사실을 제12왕조 아메넴하트 3세(1859–1814 B. C.)때 알고 있었느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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