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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법

__Āryabhaṭīya를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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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 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법의 다양한 변용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연산법이 의외로 많은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연산법의 응용을 통해서 보다

높은 단위의 제곱근을 연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 Āryabhaṭa가 제시하는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근사치를 구하는 것을 반복하여 그 해답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무리수의 경우라도 근사치를 구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응용력을 발휘해야 하는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하

는 것도, 그 발상 자체가 근사치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Āryabhaṭa가 함축적으로 서술한 연산법은 작은 수의 제곱근을 구하

는 것을 확장하여, 보다 큰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수학적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인도

의 수학적 문헌에 나타난 계산법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함축성이 강한 규정적 서술을 공식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근래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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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넘는 도서가 출판되었다. 그 출판 도서들의 내용은 정규과정

의 수학 교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계산법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수학의 역

사와 관련한 국내 학계의 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고대 인도의 수학ㆍ천문학의 대표적인 문헌인 아리야바티

야(Āryabhaṭīya)에 나타난 수학적 계산법을 지엽적이나마 다루고

자 한다.

아리야바타(Āryabhaṭa)는 인도 수학의 기초를 구축한 인물로

서, 인도의 천문학·수학적 전통을 대표하는 Ārya 학파의 창시자

이다. 그는 476년에 태어나 499년 23세의 젊은 나이로 수학과 천

문학의 종합서인 Āryabhaṭīya를 저술했다.1) Āryabhaṭīya는 인도

천문학사의 제3기를 대표하는 문헌으로서,2) Āryabhaṭa의 현존하

는 유일한 저작이며, 저작 연대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

도인이 독자적으로 찬술한 천문학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저작이

다.3)

Āryabhaṭīya는 전 4장, 총 121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Gītikā-pāda에서는 천문상수(天文常數)를 제공하며, 제2장 Gaṇita-

pāda는 수학적 내용이 다루어진다. 제3장 Kālakriyā-pāda는 시간

계산법과 역법(曆法)을 설명하며, 제4장 Gola-pāda는 구면천문학

(球面天文學)을 통해서 천구를 관찰하는 법에 관하여 서술한다.4)

1) 이 저작 연대와 당시의 그의 연령에 관해서는 Āryabhaṭīya 제3장

Kālakriyā-pāda 10에서 Āryabhaṭa가 스스로 명백하게 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Āryabhaṭīya 3.10의 구절에 대한 연대 추산법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서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矢野 외(1980: 30)에 특히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인도 천문학 발전의 3단계 구분에 관해서는 Thibaut(1899) §13(矢野 1970:

159, 재인용) 참조.

3) Pingree(1959: 282)에 의하면 Āryabhaṭa보다 200년 정도 이른 시기인

기원후 269년에 Sphujidhvaja가 그리스인이 찬술한 천문학서

Yavanajātaka를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다.

4) Āryabhaṭīya의 온전한 번역으로는 Kern(1894), Clark(1930), Shukla(1976),

矢野(1980) 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번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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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특히 Āryabhaṭa의 수학적 계산법에 관하여 다룬 것

은 제2장의 Gaṇita-pāda 중에서 전반부의 33게송이다. 그의 천문

학에 관해서는 Āryabhaṭīya 3.9에서 지구자전설을 주장하는 등 기

존의 전통적 견해를 수용하는 경향 때문에 Brahmagupta(7세기)

등의 후대의 천문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수학

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권위가 확립되어 있었

다.5)

본고에서는 Āryabhaṭīya에 제시된 계산법 중에서, 제곱근 풀이

법 즉 어떤 수의 평방근(平方根)을 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법은 Śulbasūtra 등 그의 시대 이전

의 수학적 문헌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해법으로서, 후대의 문헌에

서는 제곱근 풀이의 정석이 되는 방식이다. Āryabhaṭīya는 간결하

고 축약적인 방식으로 수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종 주석서에 기반한 선행 연구들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또한 함축

적 내용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을 보충하고자 하며, 특히 설명에 따른 수학적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Āryabhaṭiya의 제곱근 풀이법

2.1. 기본적 풀이법

Āryabhaṭīya 2.2～3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학적 정의

를 제시한다.

5) 矢野(1970)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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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ka)[을 제외하고], 10(daśa), 100(śata), 1000(sahasra), 10000(ayut

a), 10만(niyuta), 백만(prayuta), 천만(koṭi), 1억(arbuda), 10억(bṛnda)

은 [각각 앞의] 자리로부터 [자기] 자리로 10배로 증가해야 한다.6)

제곱수(平方, varga)은 정사각형[의 면적]으로서, 동일한 두 수를 곱

한 수치이며, 세제곱수(立方, ghana)은 동일한 세 수의 곱[의 수치]이

고, 그와 같은 입방체(立方體)[의 체적]이 될 것이다.7)

우선 제2송에서는 10진법에 기초하여 숫자의 자릿수에 관하여

설명하며, 다음으로 제3송에서는 제곱·세제곱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제곱은 정사각형의 면적이며, 세제곱은 정입방체의 체적

이다.

이와 반대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제곱근

풀이법’(開平法)이며, 정입방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세

제곱근 풀이법’(開立法)이다. Āryabhaṭīya에서는 2.4송과 2.5송에서

각각 제곱근 풀이법과 세제곱근 풀이법을 축약된 구절로 제시한

다. 그 중에서 제곱근 풀이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맨 앞] 홀수 위치[의 수]로부터(vargāt) [그 수 이하의] 최대 제

곱수를 뺀 후에(varge śuddhe) [그 제곱근을 다른 장소에 써 둔다. 그

뺀 나머지와 앞선 홀수 다음에 위치하는] ⓐ짝수 위치[의 수]로부터(a

vargāt) [합성하여 얻은] 몫(수)을 [다른 장소에 써둔] ⓑ제곱근(varga

mūla)의 2배[의 수]로(dviguṇena) 계속해서(nityam) ⓐ나누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홀수 위치와 짝수 위치의 수를 반복하여 제곱수

를 빼고, 합성하고, 나누어서] ⓓ다른 장소에(sthanāntare) [계속 써두

어서 최종적으로] 얻은 수(labdha)가 제곱근(mūla)이 된다.8) (원 문자

는 필자)

6) ekaṃ daśa ca śataṃ ca sahasram ayutaniyute tathā prayutam /

koṭyarbudaṃ ca bṛndaṃ sthānāt sthānaṃ daśaguṇaṃ syāt // Ābh 2.2.

7) vargaḥ samacaturaśraḥ phalaṃ ca sadṛśadvayasya saṃvargaḥ /

sadṛśatrayasaṃvargo ghanas tathā dvādaśāśriḥ syāt // Ābh 2.3.

8) ⓐbhāgaṃ hared avaragān ⓑnityaṃ dviguṇena vargamūlena /

ⓒvaragād varge śuddhe ⓓlabdhaṃ sthānāntare mūlam // Āb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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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Āryabhaṭa는 연산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

어서 간단히 확정하기 힘들다. ⓓ의 sthanāntare는 별도의 장소에

계산의 결과를 적어 두는 것을 의미하며, mūla는 최종적인 해답

으로서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또한 ⓒ의 vargād에서 varga는 제

곱근을 구해야 할 제곱수를 끝자리로부터 세었을 경우의 홀수 자

리를 뜻하고, varge에서는 앞서 2.2송에서의 정의와 같이 제곱수

(varga)를 나타낸다는 점은 명백하다. varga가 중의적(重義的)인

데 반해서 ⓐ의 avarga는 홀수 자리의 반대인 짝수 자리만을 의

미한다.9) nityam은 그것을 반복해서 조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 Āryabhaṭa는 무리수(karaṇī)10)에 관한 명확한 언급

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위에서 설명되는 일련의 연산 과정이 자연

수로 제곱근이 떨어지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11)

2.2. 풀이의 실례

9) 수학 용어로서의 varga는 제곱을 의미하고, avarga는 제곱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자릿수 이상의 제곱수에서 varga는 그 수의

끝자리(즉 오른쪽)으로부터 첫째, 셋째, 다섯째처럼 홀수 위치에 있는

숫자를 가리킨다. 반면에 avarga는 둘째, 넷째, 여섯째처럼 짝수 위치에

있는 숫자를 가리킨다. Cf. Clark(1930) p. 3. 따라서 varga와 avarga를

각각 홀수와 짝수의 개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 林(1978: 426)에 의하면 무리수를 나타내는 karaṇī라는 용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Śulbasūtra(B.C.E. 6～3세기)와

후대의 수학적 문헌 사이에 드물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술어다.

11) Śulbasūtra에서는 karaṇī는 정수로 나누어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곱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Āryabhaṭa 시대 이후에는 그 의미가

축소되어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는 지지 않는 경우 즉 무리수의 경우를

나타내는 술어로 사용되었다. Datta(1932) p. 188 참조. karaṇī의 의미와

용법에 관해서는 林(1977a) ; Hayashi(1977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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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내용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제곱급의

연산법을 보다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은 97344의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하 풀이의 실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

의 기호를 사용한다.

과 같은 방형의 숫자는 다른 장소에 차례로 적어 두는 제곱근 값.
※ 표시는 varga 숫자

◎ 표시는 avarga 숫자12)

97344 →   
※◎※◎※

① 9 
- 9(=32)

② 07÷(×2)≒
- 6[=7-(×2)]

③ 13
④ - 1(=12)

⑤ 124÷(×2)=
⑥ -124(=×2×)
⑦ 04-22=0

<표 1> 제곱근 구하기의 기본 과정

①우선 첫 번째 varga 위치의 수인 9에서13) 이 수 이하의 최대

제곱수인 9를 뺀다. 이 때 제곱수 9의 제곱근인 을 다른 장소에
적어 둔다. ②여기서 뺄셈 값(9-9=0)인 0과 다음의 avarga 위치의

수인 7을 합성하여 [0]7이라는 수를 얻는다. 이 7을 처음에 다른

장소에 적어 두었던 수인 3에 2를 곱한 수(6)로 정수에 해당하는

12) 앞의 각주 9 참조.

13)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등으로 열거하는 순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앞에서부터 뒤로, 즉 숫자를 열거하는 순서에 따른 것이다. 각주 9에서

제시한 varga와 avarga의 원래 개념과는 반대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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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지만 나눈다. 여기서 얻어낸 몫 은 이미 다른 장소에 쓰인
의 다음 자리에 적어 둔다. ③그리고 이렇게 나누고서 남은 수,
즉 ‘7-(3×2)=1’인 1과 그 다음 varga 위치의 수인 3을 합성하여 1

3이라는 수를 얻는다. ④13에서 위에서 얻은 몫 1의 제곱수를 뺀

다. 거기서 얻은 계산 결과인 12와 다음 avarga 위치의 수인 4를

합성하면 124가 된다. ⑤이 124를, 앞서 적어 둔 수인 3과 1을 합

성한 31에 2를 곱한 수(31×2=64)로 나눈다. 여기서 얻은 몫인 
를 다른 장소에 적어 두고, ⑥이 를 바로 앞서 적용한 64(=31×
2)와 곱한다. 이렇게 얻은 수(124)를 앞서 합성으로 얻은 124에서

뺄셈한다. ⑦뺄셈의 결과로 나머지인 0과 마지막 varga 자리의 수

를 합성하여 얻은 [0]4에 앞서 얻은 몫 2의 제곱수를 뺀다. 최종적

으로 0이 나올 경우, 앞서 적어 둔 숫자들의 합성인 312가 제곱근

으로 획득된다. Āryabhaṭa가 제시하는 이 과정을 보다 상세히 풀

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실례 <1> 97344의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
※◎※◎※

 첫 번째 varga(※)의 수(9)에서 뺄 수 있는 가장 큰 제곱수(9)

를 뺀다. 이 때 제곱수(9)의 제곱근(3)은 따로 적어 둔다(아래

에서 32). 뺄셈 값과 첫 번째 avarga(◎)의 수(7)를 합성하여

얻은 수(07)를 제곱수(9)의 제곱근(3)의 2배수(6)로 나눈다. 이

때 나눈 몫(1)을 따로 적어 둔다(아래 진한 글자 1).

9(첫 번째 ※)－3²＝0

0(뺄셈 값) & 7(첫 번째 ◎) → 7

7÷(3×2)＝1, 나머지 1

 위의 의 최종 과정에서 얻은 나머지 수(1)와 두 번째로 열거
된 varga(※)의 수(3)를 합성하여 얻은 수(13)에서 나눗셈 몫

(1)의 제곱(1)을 뺀다. 뺄셈 값(12)과 두 번째 avarga(◎)의 수

(4)를 합성하여 만든 수(124)를 따로 적어 둔 두 수(3, 1)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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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얻은 수(31)의 2배수(62)로 나눈다. 이때 나눈 몫(2)을

따로 적어 둔다(아래 진한 글자 2).

1(나머지) & 3(두 번째 ※) → 13

13－1²＝12

12(뺄셈 값) & 4(두 번째 ◎) → 124

124÷(31×2)＝2
124-[(31×2)×2]＝0

 위의 의 최종 과정에서 얻은 나머지 수(0)와 세 번째로 열거
된 varga(※)의 수(4)를 합성하여 얻은 수(04)에서 나눗셈 몫

(2)의 제곱(4)을 뺀다. 결국 나머지가 0이 되므로 연산이 완료

된다. 이로써 따로 적어 둔 세 수(3, 1, 2)를 합성하여 얻은 수

(312)가 제곱근으로 성립된다.

0(나머지) & 4(세 번째 ※) → 04

4-(2²)＝0

∴＝312

실례 <2> 576의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
※◎※

제곱수가 세 자릿수일 경우에는 다섯 자릿수와 동일한 방식으

로 풀면 된다. 다음은 576을 제곱근 풀이하는 경우의 예시다.

576 →  
※◎※

5 
- 4(=22)

17÷(×2)≒
- 16(=×2×)
16
16-42=0

<표 2> 세 자릿수의 제곱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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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첫 번째 varga 자릿수인 5에 이 수 이하의 최

대 제곱수인 4를 빼고 이의 제곱근 2와 나머지 1을 얻는다. 제곱

근 2는 다른 장소에 적어 두고, 나머지 1과 다음 avarga 자릿수인

7을 합성하여 17이라는 수를 얻는다. 17을 위에서 얻은 몫인 2의

2배수(4)로 나누어 몫 4와 나머지 1을 얻는다. 나머지 1과 마지막

varga의 수인 6을 합성하여 얻은 16이라는 수를 위에서 얻은 몫

의 제곱수(4×4=16)로 나누어, 나머지 0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24라

는 제곱근(mūla)를 얻게 된다.

실례 <3> 8464의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
◎※◎※

그러나 제곱수가 네 자릿수일 경우에는 Āryabhaṭa의 설명에 주

의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8464와 같은

수를 제곱근 풀이할 경우에, 첫 번째 avarga 자릿수를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Āryabhaṭa나 주석서들은 그 예시를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필자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연산해본 결과로는, 앞의 두

자릿수(즉 첫 번째 avarga와 varga)를 첫 번째 varga 자릿수로

간주하고 연산할 경우, 앞의 게송(Ābh 2.4)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그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8464 →  
◎※◎※

84 
- 81(=92)

36÷(×2)=
- 36(=×2×)
04-22=0

<표 3> 네 자릿수 제곱근 구하기

우선 첫 번째 avarga 자릿수인 8과 첫 번째 varga 자릿수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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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성하여 얻은 84를 첫 번째 varga로 간주하여 연산을 시작한

다. 그 다음은 varga로 간주된 84로부터 최대 제곱수인 81을 뺀

다. 여기서 앞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곱수의 제곱근인 9는 다른

장소에 적어 둔다. 나머지 3과 다음 avarga 자릿수인 6을 합성하

여 얻은 36을 처음 얻은 제곱근 9의 2배수(18)로 나누어 몫 2와

나머지 0을 얻는다. 0과 마지막 varga수인 4를 합성하여 얻은 수

에 앞서 얻은 몫 2의 제곱수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

면, 앞서 적어 둔 92를 제곱근으로 얻게 된다.

Ⅲ. 풀이의 예외 사례와 해결법

Āryabhaṭa의 풀이법은 그 원리를 고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만, 결과적으로는 손쉽게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다양한 숫자들을 검산하는 과정에서 제곱근

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을 발견하면서 곤란함을 겪었

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Āryabhaṭa가 제시한 풀이법이

실제 연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봉착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풀이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해

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런데 Āryabhaṭīya는 매우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풀이법을 설

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

다. 또한 Shukla의 편집본에 포함된 Someśvara나 Bhaskara 1세

의 Āryabhaṭīya 2.4에 대한 주석의 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으며14),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찾

14) Bhaskara 1세의 주석에서는 실례로서 55225의 제곱근 235를 구하는

과정만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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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연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

지 사례와, 이에 대한 필자의 일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세 자릿수의 예외 사례

세 자릿수의 경우, 729 등의 수에서 예외 사례가 발견된다.

729 →  ?
※◎※

7 
- 4(=22)

32÷(×2)=
- 32(=×2×)
09-(82)= -55

<표 4> 예외 사례 1

위의 경우 첫 번째 varga에서 최대 제곱수인 4를 빼고 몫 2, 나

머지 3을 얻는다. 이후 나머지 3과 다음 avarga 자릿수인 2를 합

성하여 32를 얻은 후, 거기에 위에서 얻은 몫 2의 2배수를 나누면,

몫 8과 나머지 0을 얻는다. 연산법대로 여기에 나머지 0과 다음 v

arga 자릿수인 9를 합성하여 얻은 수 9에 위에서 얻은 몫 8의 제

곱을 빼면 -55라는 숫자를 얻게 되어 더 이상 연산을 진행할 수

없다. 여기서는 729의 잠정적 제곱근을 28()로 도출했지만, 28
의 제곱수는 729보다 큰 784이므로, 729의 제곱근도 28보다는 작

은 숫자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배수로 나눌 때, 다음에 합성하

여 얻게 되는 수가 몫의 제곱보다 작을 경우(위의 예에서는 32<8
2)에는 보다 적은 수(위의 <표 3>에서는 8보다 작은 7)로 몫을 구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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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식으로 제곱근을 얻을 수 있다.

729 →  
※◎※

7 
- 4(=22)

32÷(×2)= → 
- 28(=×2×)
49-(72)=0

<표 5> 예외 사례 1의 해결

위의 연산대로 진행할 경우, 32에 2의 2배수를 나눈 몫(8)을 이

보다 적은 수인 7로 나눌 경우, 나머지 4와 다음 varga 자릿수인

9를 합성하여 얻은 49에 7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서 나머지 0을 얻

어서 제곱근 27을 구할 수 있다.

3.2. 네 자릿수의 예외 사례

네 자릿수의 경우도 세 자릿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예외 사례

가 발견된다.

1444 →  ?
◎※◎※

14 
- 9(=32)

54÷(×2)=
- 54(=×2×)
04-(92)= -77

<표 6> 예외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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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도 앞의 실례 <3>처럼 적용하는 과정에, 첫 번째 조

작에서 얻은 나머지 5와 다음 avarga 자릿수인 4를 합성하여 얻

은 54라는 수를 처음에 얻은 몫 3의 2배수로 나누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정상적인 계산으로 몫 9와 나머지 0을 얻을 경우에, 나

머지 0과 마지막 varga 자릿수인 4를 합성한 수인 4에 위에서 몫

으로 얻은 9의 제곱(84)을 뺐을 때 -77이라는 수를 얻게 되어, 제

곱근을 얻지 못한 채 연산이 종료된다. 이 경우도 세 자릿수의 경

우(앞의 <표 4>)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1444 →  
◎※◎※

14 
- 9(=32)

54÷(×2)= → 
- 48(=×2×)
64-(82)=0

<표 7> 예외 사례 2의 해결

이는 앞의 세 자릿수의 경우(3.1항)와 같이 “2배수로 나눌 때,

다음에 합성하여 얻게 되는 수가 몫의 제곱보다 작을 경우(위의

<표 6>에서는 54<92)에는 보다 적은 수에서는 9보다 작은 8)로

몫을 구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즉, 여기서 몫을 9보다

작은 8로 지정할 경우, 나머지 6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마지막 var

ga 자릿수 4와 합성한 64에서 몫의 제곱(82)을 빼면 0을 얻게 되

므로, 결과적으로 제곱근 38을 구할 수 있다.

3.3. 다섯 자릿수의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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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자릿수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 사례보다 상황이 좀 더 까

다롭다. 다섯 자릿수의 경우에는 예외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발견

된다. 특히 18225부터 30204 사이의 모든 제곱수가 이에 해당되는

데, 이 중 어떤 수는 보다 많은 변형이 필요하여 제곱근을 구하기

가 힘들다. 특히 다섯 자릿수부터는 연산의 과정이 한 단계가 더

반복되기 때문에, 몫을 변형하는 위치부터 한 차례 더 고려해야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52441 →  ? ?
※◎※◎※

5 
- 4(=22)

12÷(×2)=?
- 8[=12-(×2)]
44
- 9(32)

354÷(23×2)= 7.695······
이하 적용 불가

<표 8> 예외 사례 3

위에서 정상적인 적용 과정으로 얻은 제곱근을 둘째 몫은 이
지만, 이 몫으로는 더 이상 완전한 제곱근을 구할 수 없다. 이 문

제는 다음과 같은 변형으로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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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1 →   
※◎※◎※

5 
- 4(=22)

12÷(2×2)= → 
- 8[=12-(×2)]
44
- 4(22)

404÷(22×2)=
- 396(=22×2×)
81-(92)=0

<표 9> 예외 사례 3의 해결

위에서 ‘→’로 표시한 것처럼, 정상적인 과정으로 얻은 몫

을 이보다 작은 로 대체하여 적용할 때, 52441의 제곱근으로
229를 구할 수 있다. 즉, 앞의 <표 7>처럼 제곱근의 둘째 숫자로

추출한 3의 제곱(9)으로 적용할 경우(44-32)에는 더 이상 연산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표 8>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정상적으

로 추출한 몫(3)보다 1이 적은 몫(2)을 적용하면 완전한 제곱근을

얻을 수 있다.

필자가 다섯 자릿수의 계산이 떨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례를 검

토한 결과로는, 다섯 자릿수는 100%의 경우가 위의 사례처럼 첫

번째 avarga로 형성한 합성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몫을 줄여서 적

용함으로써 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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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수의 범위 해당 제곱수
변경해야 할 몫

(기존 → 변경)
16129～16641 16129, 16384, 16641 3 → 2

18225～19321 18225, 18769, 18496, 19044, 19321 4 → 3

21025～21904
20164, 20449, 20736, 21025, 21316, 

21609, 21904
5 → 4

22201 22201 6 → 4

22500～23716 22500, 22801, 23014, 23409, 23716 6 → 5

24025～25281 24025, 24336, 24649, 24964, 25281 7 → 5

25600～26244 25600, 25921, 26244 7 → 6

<표 11> 다섯 자리 제곱수의 예외 일람

38416 →   
※◎※◎※

3 
- 1(=12)

28÷(×2)=14 → 
- 18[=28-(×2)×]
104

- 81(92)

231÷(19×2)=
- 228(=19×2×)
36-(62)=0

<표 10> 기타 예외 사례의 해결

위의 경우 첫 번째 avarga로 만들어진 합성수를 나누는 과정에

서 몫을 줄여서 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달라진 것은 지금

까지의 사례에서는 몫을 하나 줄여서 구하는 사례(3→2, 9→8 등)

만 발견됐지만, 여기서는 14를 9로 대폭 줄여서 몫을 구해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이와 같이 대폭 줄이는 사례는 일부

구간의 수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확인된 검토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양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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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9～27889 26569, 26896, 27225, 27556, 27889 8 → 6

28224, 28560 28224, 28560 9 → 6

28900～29929 28900, 29241, 29584, 29929 9 → 7

30276～31684 30276, 30625, 30976, 31329, 31684 10 → 7

32041 32041 11 → 7

32400～33856 32400, 32761, 33124, 33489, 33856 11 → 8

34225～35721 34225, 34596, 34969, 35344, 35721 12 → 8

36100～37636 36100, 36481, 36864, 37249, 37636 13 → 9

38025～39601 38025, 38416, 38809, 39204, 39601 14 → 9

84100 84100 11 → 9

위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변형이 요구되므로, 결국 세 자릿수

의 예외 사례에 적용시켰던 간단한 규정으로 연산법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숙지될 경우, 4장에서 후술할 높은 단위 자릿수

의 제곱근을 구할 경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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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단위 수의 제곱근 풀이법

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의 또다른 난점은, 다섯 자리를 초과

하는 제곱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앞의 3장의 사례는 Āryabhaṭīya의 설명을 적용하

여 풀었을 때 오류가 나는 예외 사례였다고 하면, 여섯 자릿수부

터는 게송의 내용만으로는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예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석서들에서도 해

결책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Āryabhaṭa의 설명(Ābh 2.4)을 응용하는

것으로 보다 높은 단위의 수들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 풀이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을 연산할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사례들

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가장 높은 자리부터 네 번

째로 높은 자릿수까지를 따로 분리하여 제곱근을 구하여 그 몫을

기본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릿수를 풀 때는, 앞 장에서 제

시했던 낮은 자릿수의 연산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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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6 →   
◎※◎※◎※

 ‘1049’-‘76’로 분리
10 
- 9(=32)

14÷(×2)≒
- 12[=14-(×2×)]
29

 32()
×32

1024

 1049
- 1024(=322)

257÷(32×2)≒
- 256(=32×2×)
16(42)

<표 12>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 풀이 1

위와 같이 104976의 제곱근을 구할 경우, 우선 1049와 76을 분

리하여 1049에서 뺄 수 있는 최대 제곱수를 구한다. 최대 제곱수

를 구하는 원리는 앞서 제시된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방식과 동일하다.15)

위의 경우, 의 과정을 거쳐 와 같이 우선은 1049 이하의 수
에서 최대 제곱수가 1024라는 것을 확정한 후에, 처럼 1049로부
터 그 가장 큰 제곱수인 1024를 뺀다. 이후의 조작은 세 자릿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16) 이때 위의 과  과정에서

이미 부분적인 제곱근으로 얻은 32를 다른 장소에 적어둔 후, 마

지막 과정인 에서 구하게 되는 4를 추가하여 324라는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하게 변형했다 하더라도 그 기본 원리는

앞서 소개한 Āryabhaṭīya의 제곱근 풀이법(Ābh 2.4)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않는다.

15) 네 자릿수의 제곱근은 구하는 앞의 실례 <3> 참조.

16) 앞의 실례 <2> 참조.



54 ∙ 印度哲學 제39집

여섯 자릿수 제곱근 풀이의 또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998001 →   
◎※◎※◎※

 ‘9980’-‘01’로 분리
99 
- 81(=92)

188÷(9×2)≒10 → 
- 162(=9×2×)
26

 99()
×99

9801

 9980
- 9801(=992)

1790÷(99×2)≒
- 1782(=99×2×)

81-92=0

<표 13>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 풀이 2

이 경우(표 13)는 여섯 자리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99800

1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경우의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4.2. 일곱 자릿수 이상의 제곱근 풀이

일곱 자릿수와 여덟 자릿수의 풀이법은 기본적으로는 여섯 자

릿수와 동일하다. 다만 일곱 자리 제곱수는 앞의 다섯 자리를 분

리하여 기존의 다섯 자릿수의 제곱근 풀이법을 응용해야 하며, 여

덟자리 제곱수는 앞의 여섯 자리를 분리하여 동일하게 적용시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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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225 →    
※◎※◎※◎※

 ‘90902’-‘25’로 분리
9 
- 9(=32)

00÷(3×2)=
- 0=0

09
- 0(=02)

90÷(30×2)= 
- 60(=30×2×)
302

 301()
× 301

90601

 90902

- 90601(=3012)

3012÷(3012×2)= 
-3010(=(3012×2×)
25-52=0

<표 14> 일곱 자릿수 제곱근 풀이

99980001 →    
◎※◎※◎※◎※

 ‘999800’-‘01’로 분리
99 
- 81(=92)

189÷(9×2)=
- 162(=9×2×)
278
- 81(=92)

1970÷(99×2)=
- 1782(=99×2×)
1880

 999()
×999

998001

 999800

- 998001(=9992)

17990÷(999×2)= 
- 17982(=(999×2×)

81-92=0

<표 15> 여덟 자릿수 제곱근 풀이

위의 <표 13> 일곱 자릿수의 제곱근을 <표 14>는 여덟 자릿

수의 제곱근을 풀이한 것이다. 여덟 자릿수의 제곱근의 경우, 앞

의 여섯 자리를 분리하여 먼저 연산하되, 우선은 여섯 자릿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연산하여 최대 제곱수를 찾아

야 한다. 이후의 과정은 위의 방식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홉 자리 이상의 제곱수도 Āryabhaṭa의

방식대로 제곱근 풀이를 할 수 있다. 아홉 자릿수의 경우에는 이

미 예시한 것처럼 앞의 다섯 자릿수를 우선적으로 연산하는 방식

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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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으로 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법의 다양한 변용을 살펴보

았다. 그의 제곱근 풀이법의 난해함은 기본적으로는 원전의 함축

적 서술에 기인하며, 결코 수학적으로 고난이도의 연산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축적 서술에 기인한 또 다른 난점으로서,

그의 연산법이 의외로 많은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본론의 제3장과 제4장을 통해서, Āryabhaṭīya의 게송에 암시된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다섯 자릿수 이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법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산법의 응용을 통해서 보다 높은 단위의 제곱근을 연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 Āryabhaṭa가 제시하는 방식은 엄밀히 말

해서 근사치를 구하는 것을 반복하여 그 해답을 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다섯 자릿수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일

곱 단계의 연산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숫자가 열거된 순

서에 따라 일정 구간의 수에서 그 이하의 제곱수를 빼는 것을 시

작으로 해서, 제곱근을 구성하는 몫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전체

제곱근에 가까워진다. 이에 따라 무리수의 경우라도 근사치를 구

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응용력을 발휘

해야 하는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발상 자체가 근사치

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연산법이 Āryabhaṭa 이전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Āryabhaṭa의 발상인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방식의 귀속을 떠나서 작은 수의 제곱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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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장하여, 보다 큰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응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수학적 성과라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인도의 수학적 문헌에 나타

난 계산법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함축성이 강한 규정적 서술을 공식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

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8 ∙ 印度哲學 제39집

참고 문헌

Ābh : =Āryabhaṭīya

Āryabhaṭīya : Āryabhaṭīya of Āryabhaṭa. Cf. Shukla(1976).

Clark, Walter Eugene(1930). The Āryabhaṭīya of Āryabhaṭa,

Translated with No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Datta, Bibhutibhushan(1932). The Science of the Śulba. Calcutta:

University of Calcutta Press.

Kaye, George Rusby(1915). Indian Mathematics. Calcutta &

Simla : Thacker, Spink & Co.

Kern, Hendrik(1874). The Āryabhaṭīya with the Comentary

Bhaṭadīpikā of Paramādīśvara. Leiden: E. J. Brill.

Pingree, David(1959). A Greek Linear Planetary Text in India,

JAOS 79.

Shukla, Kripa Shankar(1976). Āryabhaṭīya with the Commentary.

New Delhi: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Thibaut, George Frederick(1899). Astronomie, Astrologie und

Mathematik(Grundriss III, 9). Strassburg: K. J. Trübner.

矢野 道雄(1970). Āryabhaṭaの數學 , 東方學 39, pp. 161～142.

矢野 道雄, 林 隆夫, 井狩 彌介(1980). インド天文学·数学集. 東京:
朝日出版社.

林 隆夫(Hayashi, Takao)

1977a “Karaṇī in the Karaṇī-Operation”,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16, pp. 51～59.

1977b インド数学史研究(I)ーKaraṇīの意味について , 印仏研
26-1, pp. 132～133.

1978 インド数学史研究(II):

Āryabhaṭīyabhāṣyaにおけるkaraṇī , 印仏研 27-1, pp.
426～422(L).



Āryabhaṭa의 제곱근 풀이법 ∙ 59

Abstract

The Square Roots Computation of Āryabhaṭa: 
Focused on the Āryabhaṭīya

Cha, You Man(Dongguk University)

Jung, Seung Suk(Dongguk University)*

The paper is to explore the square roots computation in

the Āryabhaṭīya written by Āryabhaṭa(476–550 CE), the

first mathematician-astronomers from the classical age of

Indian mathematics and Indian astronomy. The difficulty of

his explanation on the square roots computation is not from

mathematical complications but from implicated descriptions

of Sanskrit. In addition, his computations have been in-

cluded numerous exceptional rules.

Āryabhaṭa’s regulations implicated in the verse of the

Āryabhaṭīya 2.4 can be basically applied under the square

root of five digits. Thorough the application of his calcu-

lations, however, it is possible to be calculated the square

root of higher oder. For calculating of the square roots

Āryabhaṭa accurately provides the method that the answer

can be obtained by repeatedly calculations of its

approximations.

For example, in order to calculation more than five dig-

its of the square the process of root seventeen steps calcu-

lations is necessary stage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can solved the approximation of irrational number square

roots. Thus, it would be understood that the exceptional

rules for the necessity of practical application are due to

narrow down the approximate estimate for calculating the

square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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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lculated methods do not appeared in any liter-

atures before the Āryabhaṭīya of Āryabhaṭa. Accordingly, it

can not be determinated whether the methods is

Āryabhaṭa’s thought or is existed previous Āryabhaṭa.

Nevertheless, it is noticeably evaluated the worthy of

mathematical performance that the calculating of the square

roots of single figures can be extended to be solved the

higher digits numbers’ one.

Like identifying in this paper, the rules of calculating

appeared in Indian mathematical literatures would be indis-

pensably needed for more accurate examinations. Especially

it has to be needed that for applied strong implicated de-

scriptions in Sanskrit literatures has to be preceded by

careful and diversified methods investigation.

Keywords : Āryabhaṭa, Āryabhaṭīya, five digits, Indian

mathematics, Square Root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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