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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수학자 및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였

던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가 어떻게 태양의 자전을 증명했는

지 살펴본다. 특히 그의 저작 『흑점에 관한 편지』와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갈릴레오가 흑점 관측 자료와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만으로 태양 자전의 결론에 도달했다

고 본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그가 그러한 수리과학적 요소 이외에도 여

러 자연철학적 요소를 도입해서야 태양 자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음을 밝힌다.

우선 갈릴레오는 16세기 말부터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 우

주체계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유체우주설의 배경 아래, 태양을 지구에 

비유하여 유체의 성질을 가진 “대기”가 흑점을 포함한 채 태양을 둘러

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고체와 유체의 구조와 

성질 규명을 목적으로 수립한 자신의 물질 이론을 태양 자전 논증에 

적용했다. 유체에는 “응집성”이 없으므로 흑점의 관측상 규칙적인 운

동이 태양의 자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고 태양과 대기 사이에는 “친

화성”이 존재하므로 태양의 운동이 대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 자전

의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갈릴레오가 태양 자전을 

주장하기 위하여 흑점의 관측 자료와 이에 기초한 수학적 논증 이외

에도 유체우주설, 태양의 대기, 물질론 등의 자연철학적 요소를 도입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자들이 갈릴레오가 남긴 사료를 충실히 독해하

지 못했다는 점을 넘어, 갈릴레오가 이룩한 중요한 혁신인 자연철학과 

수학의 융합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 목적이다. 기존 연구가 관측과 수학 논증만으로 갈릴레오

가 태양 자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았다는 점은 그동안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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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를 수리과학의 중요성이 증진하던 시기인 이른바 과학혁명기

와 관련하여 다룸으로써 그의 작업에서 대체로 수학자로서의 실천이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본 논문이 보여주듯이, 

갈릴레오는 관측과 수학 논증 이외에도 여러 자연철학적 담론을 도입

해서야 태양이 자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갈릴레오의 

태양 자전 논증 속에서 수리과학과 자연철학이라는 두 분과 사이에 

존재했던 엄격한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태양의 자전

이라는 결론은 갈릴레오가 두 분과 사이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관측 

및 수학적 논증이라는 수리과학적 요소와 우주설 및 물질 이론과 같

은 자연철학적 요소를 엮어 만들어냈던 혼종적 분과의 산물이었던 것

이다.

주요어 : 갈릴레오 갈릴레이, 태양 자전, 흑점, 천문학사, 자연철학, 과학혁명

학  번 : 2018-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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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때,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치시던 날, 여호수아

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야훼께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자 원수들에게 복수하기를 마

칠 때까지 해가 머물렀고 달이 멈추어 섰다. … 해는 중천에 멈추어 하루

를 꼬박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10장 12-13절)1)

1613년 12월,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궁전에서 조찬 모임이 끝난 뒤 크

리스티나 대공비(Christina of Lorraine)는 여호수아 10장 12-13절을 근거

로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의 제자 베네데토 카스

텔리(Benedetto Castelli)에게 코페르니쿠스가 주창했던 태양중심설의 정당

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견해는 

하느님께서 태양을 멈추셨다는 성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신학적 반박에 대응하여 갈릴레오는 카스텔리와 크리스티나에게 부친 

편지에서 태양중심설이 아리스토텔레스 및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 못

지않게 성서와 잘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갈릴레오가 제시했던 근거는 바로 

태양의 자전이었다.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태양이 자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흑점에 대한 편지』에서 확정적으로 증명했

다”고 단언했다.3) 더 나아가 태양은 자전함으로써 모든 행성에 운동을 제공

하고, 따라서 하느님께서 태양의 자전을 멈추실 경우 지구 또한 정지하기 때

문에, 태양중심설을 가정하더라도 성서에 기록된 대로 태양이 정지함으로써 

1) 본 성서 구절은 신구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개
정판에서 인용하였다.

2) 프랑스 로렌가(家) 출신의 크리스티나 대공비는 갈릴레오를 “철학자 및 수학자”로 기용
했던 메디치가(家)의 대공 코시모 2세(Cosimo Ⅱ de' Medici)의 어머니이다. 크리스티
나는 1587년부터 1609년까지 피렌체를 통치했던 메디치가의 페르디난도 1세
(Ferdinando Ⅰ de' Medici)와 1589년에 결혼하였고, 1621년에 그의 아들 코시모 2세
가 사망한 뒤 1628년까지 코시모 2세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와 
함께 피렌체를 섭정하였다.

3) 갈릴레오가 1613년에 크리스티나 대공비에게 쓴 편지, Maurice Finocchiaro ed. The 
Galileo Affai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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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갈릴레오의 견해였다.4) 이러한 성서해석 

논쟁을 계기로 갈릴레오는 1616년에 로마 교황청 검사성성(Holy Office)을 

대표하는 로베르토 벨라르미노(Roberto Bellarmino) 추기경에게 더 이상 

코페르니쿠스주의를 참된 우주체계로 주장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고, 이는 

1633년에 그가 그동안 태양중심설과 관련하여 개진했던 주장을 로마 교황청

의 명령에 따라 철회해야 했던 종교재판의 전조가 된 사건이었다.5)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그의 신학적 견해의 근거가 된 태양이 자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철학자

이자 문필가이기도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떻게 태양의 자전을 증명하

려 시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6) 그가 태양의 자전

에 천착했던 계기는 독일 잉골슈타트(Ingolstadt)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천문

학자이자 도구 제작자 크리스토프 샤이너(Christoph Scheiner, 1573-1650)

와 태양에서 관측되는 흑점의 위치, 운동, 본질 등을 주제로 벌인 논쟁이었

4) 더 엄밀히 말하면,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 및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보다 태양중
심설이 성서와 더욱 잘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갈릴레오의 견해와 
여호수아서를 둘러싼 토론이 촉발된 배경은 1613년 12월 14일에 카스텔리가 갈릴레오
에게 보낸 편지, 1613년 12월 21일에 갈릴레오가 카스텔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1613년에 갈릴레오가 크리스티나 대공에게 부친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nocchiaro ed., op. cit. (cit. n. 3), 47-54, 87-118. 갈릴레오의 신학적 주장이 촉
발한 사건들의 진행 양상은 다음의 문헌을 볼 것. Eran Mcmullin, “Galileo on 
Science and Scripture,” in Peter Macham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Galile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277-291.

5) 갈릴레오의 종교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의 집합인 이른바 “갈릴레오 사건(Galileo 
Affair)”의 진행 과정과 이에 대한 역사기술의 문제는 다음의 글에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David C. Lindberg, “Galileo, the Church, and the Cosmos,” in David C. 
Lindberg and Ronald L. Numbers eds., When Science and Christianity Mee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33-84. 갈릴레오와 교회 사이의 관
계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은 다음을 참고하라. Annibale Fantoli, Galileo: For 
Copernicanism and for the Church, trans. by George V. Coyne, 2nd ed. 
(Vatican City: Vatican Observatory, 1996).

6) 갈릴레오의 삶을 충실히 다룬 학술적 전기로는 John Heilbron, Galile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가 있다. 하일브론은 기존 갈릴레오의 전기가 주목했
던 수학자 및 천문학자와 철학자로서의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토르콰토 타소(Torquato 
Tasso)나 루도비코 아리오스토(Ludovico Ariosto)와 같은 이탈리아 시인의 시를 비평
하는 문필가로서 갈릴레오의 삶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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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릴레오는 1612년 1월 말에 흑점에 관한 견해가 담긴 샤이너의 『흑점

에 대한 세 통의 편지』(Tres epistolae de maculis solaribus, 이하 『세 

통의 편지』)를 수령한 뒤 망원경을 사용하여 흑점을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

작했다. 갈릴레오의 연구 결과는 다음 해 3월에 『흑점과 그 성질에 관한 관

측과 논증』(Istoria e dimostrazioni intorno alle macchie solari e loro 

accidenti, 이하 『흑점에 관한 편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7), 그곳에

7) 갈릴레오의 흑점 연구는 주로 망원경을 통한 흑점 관측과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알버트 밴 헬든은 갈릴레오가 1610년 3
월에 출판했던 『별의 전령』(Sidereus nuncius)에서 목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네 위성
의 위치 변화를 매일같이 나타내는 그림처럼, 『흑점에 관한 편지』에 수록된 흑점의 위
치와 모양 변화를 보여주는 관측 그림은 글을 통한 설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림의] 표현 자체만으로 주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시된 회화적 증거”로 기능했다
고 주장했다. 『흑점에 관한 편지』의 독자들은 갈릴레오의 관측 그림만 보아도 흑점이 
나날이 운동하는 경로와 형태의 변화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따라서 흑점의 정
체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별들이 남기는 그림자라는 샤이너의 주장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Albert van Helden,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A 
Case Study in the Visual Language of Astronom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40:3 (1996), 358-396. 흑점의 관측 그림에 주목
했던 또 다른 연구자 마리오 비아졸리는 샤이너와 갈릴레오가 남긴 관측 그림에 흑점에 
관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로 다른 견해와 독자층의 상이한 가정이 반영되었음을 보이려 
시도했다. 비아졸리에 따르면, 흑점의 정체를 항성, 행성, 그리고 위성을 모두 지칭하는 
기존의 천문학적 범주인 “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흑점을 단순화하여 마치 점처럼 표
현했던 샤이너와는 달리, 갈릴레오는 샤이너에 대항하여 흑점이 그러한 별일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 흑점의 모양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제공해야 했다. 동시에 갈릴레
오는 흑점이 우주의 불멸성(incorruptibility)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았기 때문에 흑점이 
가상의 산물이 아닌 실재임을 증명해야 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흑점의 관측 그림을 
최대한 나날이 포함하여 흑점이 생성된 후 소멸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마치 오늘날의 
영화처럼 보여주려 노력했다. 또한 비아졸리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동료 천문학자나 후원자를 독자로 겨냥했기 때문에 망원경을 통
해 빠져나온 빛을 흰 종이에 투사하여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흑점을 매우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이너는 망원경을 통한 관찰의 진위를 의
심했던 예수회 철학자와 신학자를 독자로 포함했기 때문에 그가 갈릴레오와 동일한 기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측을 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망원경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함으로써 갈릴레오의 그림보다 단순한 그림을 남
겼다고 비아졸리는 보았다. Biagioli, “Between Risk and Credit: Picturing Objects 
in the Making,” in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Telescopes, Images, Credi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135-217. 마지막으로 윌리엄 시어는 
갈릴레오가 수행했던 흑점의 관측과 더불어 그에 기초한 수학적 논증을 분석함으로써 
흑점 논쟁에서 흑점의 위치에 대한 수학적 논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어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관측 자료를 통해 흑점을 지구에 존재하는 구름에 비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측 자료에 기초하여 흑점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논적 샤이너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었다. William Shea, “Galileo, Schein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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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태양이 자전함으로써 흑점을 움직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8) 

갈릴레오가 실제로 자신이 태양의 자전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했

다는 점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1613년 12월에 제자 카스텔

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태양구(solar globe)가 모든 다른 천체

가 회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자전한다는 사실을 발

견했고 분명히 증명했다”고 진술했다.9)

갈릴레오 스스로가 태양의 자전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 믿었으며 그러

한 견해가 1616년 교황청 경고라는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 된 신학적 견해의 

기초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갈릴레오 연구자들은 갈릴레오가 태양의 자

전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

들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한 흑점 관측과 그에 기반한 흑점의 위치에 관

한 수학적 논증만으로 태양의 자전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보았거나, 아니

면 적어도 그러한 경로가 자연스러운 추론이라고 보았다.10)

Interpretation of Sunspots,” Isis 61:4 (1970), 498-519.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갈릴레오가 흑점 연구를 통해 태양의 자전이라는 결론을 내린 과정
에 주목한다. 

8) 갈릴레오의 『흑점과 그 성질에 관한 관측과 논증』 전문은 다음의 책에 영문으로 번역되
어 있고, 본 논문에서도 이를 참고하였다. Galileo Galilei and Christoph Scheiner, 
On Sunspots, trans. and intro. by Eileen Reeves and Albert van Held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이 책은 흑점 논쟁의 발생과 진행 
양상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본문에 명시하였듯이, 갈릴레오가 
출간했던 책의 원제는 『흑점과 그 성질에 관한 관측과 논증』이다. 그러나 이 저작을 언
급해야 할 때마다 원제를 그대로 밝히기엔 제목이 너무 길고, 그렇다고 간혹 연구자들
이 Istoria로 부르는 것처럼 『관측』으로 줄여 지칭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이후 논의에서 『흑점과 그 성질에 관한 관측과 논증』을 『흑점에 관한 편
지』라는 제목으로 표기할 것이다. 종종 과학사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흑점에 관한 편
지』(Lettere sulle macchie solari)라는 제목으로 언급되고 있고 갈릴레오 자신도 제목
을 짓는 과정에서 한동안 “편지”(Lettere)가 들어간 제목을 선호하기도 했기 때문에, 원
제의 대체어로 『흑점에 관한 편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흑점에 관한 
편지』의 제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244-245쪽을 참고하라.

9) 1613년 12월 21일에 갈릴레오가 카스텔리에게 보낸 편지. Finocchiaro ed., op. cit., 
54.

10) 물론 기존 연구자들이 정확히 태양의 자전 여부가 관측과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만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측면만이 강조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태양과학(solar science)의 역사를 연구한 과학사학
자 칼 허프바우어는 갈릴레오가 “흑점이 태양의 가장자리 또는 테두리에서 태양 원반의 
중심으로 이동할 때, 태양의 구형 표면으로 인한 원근 현상(foreshortening)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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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로 흑점의 관측과 그에 대한 수학 논증만으로 태양의 자전 여부

가 결정되었다면, 그러한 결정의 경로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흑점이 태양 표면에 붙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태양의 자전이 흑점

의 운동으로부터 추론된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사학자 마리오 비아졸리

면적이 넓어지고 속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측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흑점
은 [샤이너의 주장처럼] 행성이 아니라 자전하는 구형 태양의 특징”임을 주장했다고 보
았다. Karl Hufbauer, Exploring the Su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15-18. 천문학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저작과 갈릴레오를 중점적
으로 다룬 저작은 모두 태양의 자전과 관련하여 흑점의 관측과 수학적인 논증만을 강조
하고 있다. 토마스 쿤은 이미 고전이 된, ‘천문학 혁명’을 다룬 표준적인 저작에서 망원
경을 통해 관측된 “태양의 원반을 지나가는 흑점의 운동은 태양이 계속해서 자전함을 
암시했다”고 진술했다. Thomas S. Kuhn, The Copernican Revolution: Planetary 
Astronomy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221-222. 존 랭포드가 편집한 천문학사 백과사전은 “갈릴레
오는 또한 1610년에 흑점, 태양의 자전, 그리고 금성의 위상을 발견했다”고 썼다. John 
Lankford ed., History of Astronomy: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226. 갈릴레오를 중점적으로 다룬 여러 글도 태양의 자전 결론과 
관련하여 흑점의 관측과 위치에 관한 수학적인 논증만을 강조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루
도비코 제이모나트는 그가 집필한 갈릴레오 전기에서 “갈릴레오는 흑점이 명백하게 태
양의 표면에서 회전한다는 사실에서 태양이 자전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했다”고 
보았다. Ludovico Geymonat, Galileo Galilei: A Biography and Inquiry into his 
Philosophy of Science, trans. by Stillman Drake (New York: McGraw-Hill, 
1965), 65. 수잔 데바르바와 커티스 윌슨은 “[케플러가 태양이 자전한다고 주장한 이후
로] 얼마 안 있어 태양의 자전은 흑점의 관측에 의해 확증되었다”고 진술했다. 
Suzanne V. Débarbat and Curtis Wilson, “The Galilean Satellites of Jupiter 
from Galileo to Cassini, Römer and Bradley,” in René Taton and Curtis 
Wilson eds., Planetary Astronom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Rise of 
Astrophysics Part A: Tycho Brahe to New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48. 윌버 애플바움과 렌초 발다소는 “갈릴레오가 태양을 망
원경으로 조사하고, 흑점과 그 운동을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측함으로써 태양이 회전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보았다. Wilbur Applebaum and Renzo Baldasso, “Galileo 
and Kepler on the Sun as Planetary Mover,” in José Montesinos and Carlos 
Solís eds., Largo campo de filosofare: Eurosymposium Galileo 2001 (La 
Orotava: Fundación canaria Orotava de historia de la ciencia, 2001), 382. 갈
릴레오 연구자 마우리체 피노키아로는 “갈릴레오가 흑점의 발견에 기초하여, 그리고 망
원경 관측을 통해 흑점이 나타나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연구함으로써 태
양이 자전함을 깨달았다”고 적었다. Finocchiaro ed., op. cit., 330n11. 또 다른 갈릴
레오 연구자 피에트로 레돈디는 “[갈릴레오가 적극적으로 채용했던, 흑점의 위치에 관
한 수학적 논증을 보여주는] 카스텔리의 도식은 … 흑점들이 태양 표면에 붙어있거나 
그 근방에 놓여 있다는 기하학적 증거를 이미 제공”했으며, “그러므로 태양의 자전은 
… 증명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며 태양의 자전과 관련하여 수학적 논증을 강조했다. 
Pietro Redondi, “From Galileo to Augustine,” in Machamer ed., op. cit. (cit. 
n. 4), 187. (모든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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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Biagioli)가 진술하듯, “만약 흑점이 (태양과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

라) 태양 위에 있음이 밝혀진다면, 태양의 원반(solar disk) 위를 지나는 흑

점의 운동은 태양 자전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11) 실제로 갈

릴레오의 논적 샤이너는 “만약 흑점이 태양 표면에 위치한다면, [관측상 흑

점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자전하여 흑점을 움직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흑점이 태양 표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간주했다.12) 샤이너와 갈릴레오보다 일찍 흑점에 관한 논고를 출판했

던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파브리치우스(Johannes Fabricius) 또한 흑점

의 관측을 통해 “흑점이 구형의 둥근 고체인 태양의 몸통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그 증인으로 태양이 자전한다는 견해를 지녔던 

죠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와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를 제시했다.13) 이는 파브리치우스가 흑점의 위치와 태양의 자전이 서로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14) 그렇다면 갈릴레오 또한 관

측과 수학적인 논증으로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접촉해있음을 증명한 뒤 이를 

근거로 태양이 자전한다고 주장했던 것일까?

그러나 정작 갈릴레오 자신은 『흑점에 관한 편지』에서 흑점의 관측 결과

를 설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학적 논증을 통해 흑점의 위치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도, 흑점이 움직이는 이유가 “태양의 몸통이 자전하여 흑점을 나르

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히려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흑점을 담고 있는 [태양

의] 대기(ambiente)가 회전함으로써 흑점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인지는 … 

다소 불확실”하다고 발언했다.15) 이는 그가 망원경을 통한 흑점의 관측과 흑

점의 위치에 대한 수학적인 논증만으로는 태양의 자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11)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cit. n. 7), 166n65.
12) Galileo and Scheiner, op. cit. (cit. n. 8), 62. 
13) Ibid., 31에서 재인용. 
14) 파브리치우스는 1611년 3월부터 태양의 흑점을 관측하기 시작했고,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같은 해 6월에 『태양에서 관측되는 흑점과, 태양과 함께 운동하는 흑점의 겉보기 회
전에 관한 서술』(De Maculis in Sole Observatis, et Apparente earum cum Sole 
Conversione Narratio)의 집필을 완료했다. 파브리치우스의 흑점 연구에 대해서는 
ibid., 30-34을 참고하라.

15) Ibid., 124. 태양의 “대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4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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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본 논문은 태양의 자전에 관한 갈릴레오

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관측과 수학 논증 외에도 당시 새롭게 부상하

던 유체우주설(fluid-heaven view)에 기초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비유, 그

리고 고체와 유체의 성질 및 구조 규명을 목표로 하는 물질 이론과 같은 자

연철학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태양이 자전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음을 보

일 것이다.16)

이 작업은 기존 연구자들이 갈릴레오가 남긴 사료를 충실히 독해하지 못

한 것을 넘어 갈릴레오가 1610년을 기점으로 이룩한 중요한 혁신, 즉 자연

철학과 수학의 융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기존 연구가 흑점 관측과 수학적 논증만으로 갈릴레오가 태양 자전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본다는 사실은 여전히 갈릴레오의 과학적 실천에서 대체로 수학

자로서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갈릴레오의 과학적 

실천이 주로 이른바 과학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에 대한 논의와 함

께 다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과학혁명기 연구자들은 대체로 갈릴레오가 수학의 인식론적·사회적 지위

가 향상하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수학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믿을 만

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인물로 간주했다. 실제로 갈릴레오

는 일종의 계산 도구로 수학을 천문학 연구에 도입했던 “순수 천문학자”와는 

다른 “철학적 천문학자”라 자칭하며 수학적 논증을 통해 믿을 만한 지식인 

자연철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예를 들어, 흑점이 태양을 

도는 별이 아님을 수학적인 논증을 통해 반증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과는 반대로 달 위의 천상계에서 생성과 소멸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것

이다.17) 이러한 갈릴레오의 실천은, 과학혁명기에 발생했으며 과학혁명의 골

16) 물론 갈릴레오가 사용했던 “유체”라는 표현의 의미는 오늘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다. 그는 “공기, 물, 그리고 그 밖의 축축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유체 매질(fluid 
medium)”이라 지칭하였다. Stillman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70.

17) Peter Dear, Revolutionizing the Sciences: European Knowledge and Its 
Ambitions, 1500-170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피터 
디어 지음, 정원 옮김, 『과학혁명: 유럽의 지식과 야망, 1500~1700』 (서울: 뿌리와이파
리, 2011),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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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 두 가지 지대한 변화, 즉 지식의 정의와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18) 이렇게 과학혁명기

에 수학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흐름 속에서 갈릴레오의 작업을 조명함으로써 

갈릴레오는 수리과학을 진흥하여 지식 체계를 개편한 개혁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태양 자전 논증을 살펴보면 그가 관측과 수학만을 사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

만, 실제로 갈릴레오는 수학자로서의 실천 이외에도 유체우주설, 태양의 대

기, 물질론과 같은 자연철학적 담론을 도입해서야 태양이 자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태양의 자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학을 활용한 만큼 자

연철학적 요소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갈릴레오가 내놓았던 태

양의 자전이라는 결론은 그가 수학과 자연철학 분과 사이를 종횡무진 넘나들

며 관측 및 수학적 논증과 자연철학적 요소를 엮어 만들어냈던 혼종적 분과

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자연철학자로서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갈릴

레오의 태양 자전 논증 속에서 자연철학과 수학 사이의 엄격한 경계선이 모

호해지며 분과학문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던 과정의 한 단면을 보

여주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본 논문은 2절에서 갈릴레오가 망원경

을 제작하고 흑점을 관측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진행한 흑점 

연구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3절은 갈릴레오가 태양의 자전을 증명한 방

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흑점의 위치에 관하여 어떠한 

추론을 전개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흑점에 관한 편지』의 전

반적인 논의 맥락을 파악하고, 앞서 제시했듯 태양이 자전한다는 명제가 흑

점이 태양에 접촉해있다는 수학적인 논증에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았다는 점

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절과 5절은 실제로 갈릴레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태양의 자전을 증명하려 했는지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먼저 4절은 

태양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갈릴레오가 태양을 지구에 비유함으로써 흑점

18) Ibid.와 Steven Shapin, The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15-19, 57-5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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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대기”의 존재를 상정했음을 보인다. 그러한 논의는 『흑점에 관한 

편지』를 집필할 당시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에 대한 새로

운 대안적 우주설로 부상했던 유체우주설의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 이어지는 

5절은 갈릴레오의 논의가 『흑점에 관한 편지』가 집필되기 약 2년 전부터 탐

구되기 시작했던 고체와 유체의 성질을 다루는 물질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갈릴레오에 따르면, 태양을 둘러싼 대기는 응집성을 결

핍하여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유체의 성질을 지녔으므로 모든 흑점에서 관찰

되는 규칙적인 운동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흑점의 규칙적인 운동은 

고체인 태양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의 물질 이론에서 

고체와 유체 사이에는 일종의 “친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활용하

여 고체인 태양과 유체인 대기 및 흑점 사이에 친화성을 상정하여 태양이 

자전함으로써 대기와 흑점을 회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갈릴레오가 관측과 수학 논증뿐만 아니라 자연철학적 

요소를 동원함으로써 태양 자전을 논증했다는 논문의 주장을 정리하고, 갈릴

레오의 실천에서 수학 이외의 자연철학적 실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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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원경 제작에서 흑점 연구까지:

갈릴레오 흑점 연구의 배경

1609년 여름, 베네치아 상원의 신학 고문으로 활동했던 신부 파올로 사르피

(Paolo Sarpi)에게서 망원경이라는 도구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문

을 들은 갈릴레오는 곧 렌즈를 구입하여 고배율 망원경 제작에 착수했다.19) 

1609년 8월 말 무렵 갈릴레오는 8-9배율의 망원경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당시 베네치아에서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망원경 중 가장 뛰어난 것이

었다. 사르피를 통해 성공적으로 베네치아 상원에 접근한 갈릴레오는 갖가지 

군사적·상업적 목적에 적합한 “유용하고 진기한 발명품”인 망원경의 처분권

을 상원에 바침으로써 파도바 대학 종신 계약과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올

릴 수 있었다.20)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우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특히 메디

치가(家) 궁정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더 높은 배율의 망원

경을 제작하는 데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1)

1609년 가을 갈릴레오는 이따금 망원경을 들어 올려 천체를 관측하기 시

작했고, 11월에 20배율의 망원경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천

문학 연구에 착수했다. 망원경이 군사적 도구가 아닌 천문학 연구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선 갈릴레오는 11월 30일부터 

19)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84n18. 망원경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라. Van Helden, “The Telescope in the Seventeenth 
Century,” Isis 65:1 (1974), 38-58; Reeves, Galileo's Glasswork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Van Helden, Sven Dupré, Rob van Gent, and 
Huib Zuidervaart eds., The Origins of the Telesc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1).

20)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trans. with 
commentary by Van Held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8. 갈릴레오가 베네치아 상원에 망원경을 헌정한 행위의 후원적 성격은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19-127을 참고하라.

21)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cit. n. 20), 5-10. 갈릴
레오는 파도바 대학에 재직 중인 1604년부터 대학을 떠나 궁정에 자리 잡기 위한 시도
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Biagioli, “Galileo, the Emblem Maker,” Isis 81 (1990), [마
리오 비아졸리 지음, 김명진 옮김, “갈릴레오, 상징 제작자”, 김영식, 박민아 공편, 『프
리즘: 역사로 과학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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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까지 달을 면밀히 관찰하여 달의 표면이 균질하지 않고 거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달 위의 천상계가 불변하고 완벽하며, 그곳에 존재하는 

천체는 완전히 균질한 구형의 물체라는 당시에 지배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학설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이어서 그는 항성 쪽으로 망원경을 돌림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22) 마

지막으로 갈릴레오가 주목했던 관측 대상은 바로 목성과 그 위성들이었다. 

1610년 1월 7일부터 착수한 목성 관측으로부터 그는 목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직선으로 배열된 세 개의 별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별들을 항성

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계속된 관측을 통해 그는 별들이 목성과 함께 움직인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달 13일에 목성 주위를 도는 네 번째 별

을 발견함으로써 결국 목성이 네 개의 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만약 코페르니쿠스 우주체계가 옳다면, 달리 말해 지구가 단

지 행성일 뿐이라면, 왜 위성을 가진 행성이 오직 지구 하나이어야 하며 어

떻게 우주에 두 개의 중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코페르

니쿠스 우주체계 비판자들을 향한 대응이 될 수 있었다.23)

갈릴레오의 발견은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갈릴레오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라는 차

22)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10-12. 갈릴레오가 달을 
관측했던 날짜는 다음을 참고하라. Ewen Whitaker, “Galileo's Lunar Observations 
and the Dating of the Composition of ‘Sidereus Nuncius’,” Journal for the 
History of Astronomy 9 (1978), 155-169. 불균질한 달 표면이 가졌던 철학적·종교적 
함의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 Eileen Reeves, Painting the Heavens: Art and 
Science in the Age of Galile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138-183; Franco Giudice, “Galileo's Cosmological View from the Sidereus 
Nuncius to Letters on Sunspots,” Galilæana 11 (2014), 55-57.

23)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13-17. 갈릴레오가 목성
이 네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은 다음의 연구에 자세히 분
석되어 있다. Van Helden and Owen Gingerich, “How Galileo Constructed the 
Moons of Jupiter,” Journal for the History of Astronomy 42 (2011), 259-264. 
갈릴레오가 처음에는 목성의 위성을 항성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은 그가 1610년 1월 7일
에 작성한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편지는 망원경 관측 결과와 관련된 그의 진술
이 담긴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도 하다. 편지 전문이 다음의 문헌에 번역되어 있다. 
Drake, “Galileo's First Telescopic Observations,” Journal for the History of 
Astronomy 7 (1976), 153-168. 갈릴레오가 목성 위성의 존재를 코페르니쿠스주의의 
증거로 간주했다는 점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Giudice, op. cit. (cit. n. 22),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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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1610년 2월 중순 경, 그는 목성 위성의 발

견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메디치가 비서

였던 벨리사리오 빈타(Belisario Vinta)에게 접촉했고, 목성의 네 위성을 “메

디치가의 별(Medicea Sidera)”로 명명하여 메디치가에 헌정하는 과정을 거

쳐 결국 코시모 대공의 “철학자 겸 수학자” 직위에 올랐다.24) 이렇게 갈릴레

오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대학 교수에서 궁정인(courtier)으로 바꾸는 동

시에 망원경으로 그가 발견한 것들을 공표하기 위해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를 1610년 3월 중순에 『별의 전령』(Sidereus nuncius)이라는 제목

으로 출간하였다.25) 그는 책에서 달의 거친 표면, 수많은 항성, 은하수의 정

체, 목성의 네 위성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차례대로 논의했으며, 조만간 관

련 주제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하며 끝을 맺었다.26)

갈릴레오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27) 대신 태양의 흑점을 연구

24) 후원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그러한 지위로 자신의 학문적 발견을 정
당화했던 갈릴레오의 노력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Biagioli, Galileo, 
Courtier: The Practice of Science in the Culture of Absolut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25) 비아졸리는 1610년 1월 15일부터 목성의 위성에 관한 갈릴레오의 모든 관측 기록이 
라틴어로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날 갈릴레오가 발견을 출간하기로 결심했
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02-103. 
한편 『별의 전령』의 원제인 Sidereus nuncius에서 라틴어 nuncius는 소식과 전령이
라는 두 의미를 모두 지니는 단어이다. 갈릴레오는 원래 소식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
었지만, 케플러를 비롯한 많은 독자들은 전령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많은 학술서에서 
제목이 주로 『별의 전령』(Sidereal Messenger)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도 제목을 『별의 전령』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최근 과학사학자 닉 와일딩은 갈
릴레오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했다. Nick 
Wilding, Galileo's Idol: Gianfrancesco Sagredo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89-92.

26)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37-88. 
27) 프란코 주디체(Franco Giudice)에 따르면 갈릴레오가 『별의 전령』 증보판의 집필을 

포기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갈릴레오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비판과 이에 대응하
는 자신의 반박을 모두 포함하여 완전무결한 증보판을 작성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비
판이 쏟아짐에 따라 집필의 부담이 커져 점차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또한 증보판에 
추가할 예정이었던 금성의 위상 변화와 토성의 특이한 모양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앞서 
케플러에 의해 『굴절광학』(Dioptrice, 1611)에 담겨 출판됨으로써 증보판의 참신성이 
감소하였고, 1611년 여름에 물의 응축과 희박화 현상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과
의 토론에 휘말림에 따라 계획을 실현할 여력이 부족했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자신
의 후원자 마크 벨저(Marc Welser)의 요청에 응하여 태양의 흑점에 관한 견해를 전달
해야 했고, 점차 흑점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우주체계의 변칙 현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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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1613년에 『흑점에 관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판함으로써 『별의 

전령』 독자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그가 처음부터 태양 흑점 연구에 천착했던 

것은 아니다. 갈릴레오 자신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1610년 말에 망원경을 

사용하여 흑점을 관측했고, 다음 해 4월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예수회 천문

학자와 수학자를 포함한 여러 인사에게 흑점을 직접 보여주었다.28) 그러나 

그는 1611년 여름부터 물속에 잠긴 물체에 관한 논쟁에 휘말렸고, 『별의 전

령』에서 목성 위성의 존재를 공표한 이후 위성들의 주기를 확정하는 데 대부

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흑점은 잠시 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1611년 가을 

동안,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 로도비코 치골리(Lodovico Cigoli)

와 도메니코 파시냐노(Domenico Passignano)에게 지속적으로 흑점 관측 

그림을 전달받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업무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긴 힘들었다.29) 

갈릴레오가 다시 흑점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1612년 1월 말에 독일 아우

크스부르그(Augsburg)의 은행가이자 예수회의 후원자였던 마크 벨저(Marc 

Welser)로부터 받은 편지였다.30) 벨저는 샤이너가 “아펠레스(Apelles)”라는 

가명 하에 흑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편지를 한데 묶어 출판한 『세 통의 

편지』를 갈릴레오에게 보내며 샤이너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31) 샤

『별의 전령』 증보판이 아닌 흑점에 초점을 맞춘 완전히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
였다. 주디체는 논문에서 특히 가장 마지막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Giudice, op. cit., 
58-60.

28) 갈릴레오가 언제 처음으로 흑점을 관측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가 여러 편지와 
저작에서 상이한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62n52을 참고하라. 갈릴레오가 로마에서 흑점을 직접 보여
준 예수회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적어도 예수회 소속 수학
자 오도 반 마일콧(Odo van Maelcote)이 로마에서 갈릴레오와 함께 흑점을 관측했다
는 점만이 확실할 뿐이다. Galileo and Scheiner, op. cit., 46-47.

29) Galileo and Scheiner, op. cit., 74-77. 특히 갈릴레오가 목성 위성의 주기를 확정하
려 노력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241-244쪽을 참고하라.

30) 벨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Robert Evans, “Rantzau and Welser: 
Aspects of Later German Humanism,” History of European Ideas 5 (1984), 
257-272.

31) 1612년 1월 6일 벨저가 갈릴레오에게 보낸 편지. Galileo and Scheiner, op. cit., 
87-88. 샤이너가 아펠레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이유는 같은 책의 50-51쪽을 참고할 
것. 사실 샤이너와 갈릴레오의 의견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별의 전령』의 복
사본을 독일에서 입수할 수 있게 된 1610년 가을 무렵, 독일의 학자들은 직접 또는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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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본인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1611년 3월에 처음으로 제자 요한 바티스

트 시사트(Johann Baptist Cysat)와 함께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다. 과학사

학자 알버르트 판 헬던(Albert van Helden)과 아일린 어데어 리브즈(Eileen 

Adair Reeves)에 따르면 샤이너는 흑점을 관측한 이후에도 목성의 위성이나 

금성의 위상 변화와 같은 잘 알려진 천체 현상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는 등 

당시에는 흑점을 특별한 탐구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러나 몇 달 뒤 시사트는 샤이너에게 흑점을 다시 관측해볼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들은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눈의 손상을 막기 위한 색깔 렌즈

(vitris coloratis)를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흑점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샤이너

가 흑점을 관측하고 있다는 소문은 잉골슈타트에서 빠르게 퍼졌으며, 금세 

벨저는 태양의 흑점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샤이너에게 접촉했다. 

샤이너는 10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관측을 기초로 벨저에게 세 통의 

편지를 보냈고 벨저는 샤이너의 수락 하에 이를 『세 통의 편지』라는 제목으

로 묶어 출간했다.32)

샤이너는 흑점이 눈이나 망원경에 의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거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며 『세 통의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서 샤이너는 만약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위치한다면 

흑점은 반드시 운동을 태양의 자전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하고 흑점의 개별적

인 위치와 흑점들 간의 배치는 똑같이 유지된 채 다시 발견되어야 하지만, 

저와 같은 중개인을 통해 갈릴레오의 발견에 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벨저는 달에 울
퉁불퉁한 산맥이 있다는 갈릴레오의 주장에 관하여 독일 잉골슈타트 예수회 신부이며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던 요하네스 란츠(Johannes Lanz)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그가 이미 뮌헨으로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 있던 샤
이너가 대신 응답을 하게 되었다. 샤이너는 벨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달에 산맥이 있다
는 주장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달 내부의 밀도차 때문에 마치 산맥
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만이 유일하게 합의되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벨저는 
샤이너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의 입장을 갈릴레오에게 전달했고, 갈릴레오는 그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구와 달의 거친 표면 사이의 유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
다. 관련된 내용은 같은 책의 42-44쪽을 참고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1611년 1월 7일 
벨저가 갈릴레오에게 보낸 편지와 1611년 2월 갈릴레오가 벨저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
할 수 있다. 같은 책, 331-335쪽.

32) Ibid., 46-50. 『세 통의 편지』는 마지막 세 번째 편지가 작성된 지 열흘 뒤인 1612년 
1월 5일에 출판되었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64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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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자전할 수 없을뿐더러 관측 결과 흑점의 위치와 배치가 계속해서 달

라지므로 결국 흑점의 정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의 별”, 즉 태양의 

위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3) 이러한 견해에는 태양은 불변하는 존재

이기 때문에 만약 태양에 흑점과 같은 ‘결함’이 있다면 그러한 결함은 변하

지 않는 태양의 일부일 것이므로 영구적이어야 하며, 또한 태양은 역시 불변

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전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샤이너의 입장을 벨저의 편지로 전해들은 갈릴레오는 1612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흑점을 관측하기 시작했고, 약 두 달 동안의 관측 

결과에 기초하여 샤이너의 『세 통의 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첫 번

째 편지를 같은 해 5월 4일에 벨저에게 보냈다.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있을 

수 없다는 샤이너의 논증은 불충분하며, 자신이 직접 관측하여 시시때때로 

변하는 흑점의 모양, 불투명한 정도, 결합·분리하는 양상 등을 따져보았을 

때 그 본질은 별보다는 구름에 가깝다는 것이 갈릴레오의 견해였다. 첫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바로 좀 더 체계적인 흑점 연구에 착수한 그는 자신의 생

각을 더욱 발전시켜 1612년 8월 14일에 벨저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갈릴레오는 흑점이 확실히 태양의 표면 위 또는 그로부터 매우 가

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의 자전에 의해 운동한다는 주장을 피력했

다.34) 

갈릴레오가 두 편지를 작성하는 동안, 샤이너는 『세 통의 편지』 출간 이

후 자신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키고 갈릴레오가 작성한 첫 번째 편지의 내용

을 반영함으로써 『흑점과 목성 주위를 떠도는 별들에 대한 더욱 정교한 탐

구』(De maculis solaribus et de stellis circum Jovem errantibus 

accuratior disquisitio, 이하 『더욱 정교한 탐구』)를 집필하여 이를 1612

년 9월에 출간하였다. 갈릴레오는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하여 같은 해 12월 1

일에 벨저에게 보냄으로써 이에 응수했다. 갈릴레오의 편지 세 부는 로마 출

신 귀족 페데리코 체시(Federico Cesi)가 창립한 린체이 아카데미

33) 샤이너의 『세 통의 편지』는 Galileo and Scheiner, op. cit., 59-73에 영역되어 있다.
34) Ibid.,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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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ademia dei Lincei)의 지원 아래,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웠던 샤이너의 

『세 통의 편지』와 『더욱 정교한 탐구』를 포함하여 『흑점과 그 성질에 관한 

역사와 논증』(Istoria e dimostrazioni intorno alle macchie solari e 

loro accidenti, 이하 『흑점에 관한 편지』)이라는 제목으로 1613년 3월에 

출판되었다.35) 

35) Ibid., 170-81, 232-49. 샤이너의 『더욱 정교한 탐구』는 같은 책, 182-230쪽에 영역
되어 있다. 갈릴레오 연구자 파올로 갈루치(Paolo Galluzzi)에 따르면 린체이 아카데미
의 수장 체시가 『흑점에 관한 편지』의 출간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그가 
당대 자연철학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했던 자신의 기획과 갈릴레오가 흑점 연구
를 통해 주장했던 달 위의 천상계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corruptible) 결론이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Paolo Galluzzi, “Spotted Felines and the Spotted 
Sun: The Lincei and Galileo's Istoria,” Galilæana 11 (2014),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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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

1612년 8월 14일, 갈릴레오는 벨저에게 흑점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보냄

으로써 흑점의 위치와 태양의 자전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샤

이너의 주장과는 달리, 흑점은 태양 표면에 접촉하거나 약간 떨어진 곳에 있

으며 태양의 자전으로 인해 운동한다는 것이었다.36) 사실 갈릴레오는 이러한 

입장을 샤이너의 『세 통의 편지』를 읽은 후 벨저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

서 이미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는 그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개

진했다기보다 샤이너의 논증이 불충분함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는 갈

릴레오가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서 아직 흑점이 실제로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흑점은 무엇이 아니다’와 같

은 방식으로 그에 대해 “몇 가지 부정적인 입장”만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

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37) 편지의 말미에서 흑점의 위치와 태양의 자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했지만38), 그가 이에 대해 어떠한 

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편지는 역시 자신의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한 논증의 전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벨저의 요청을 받아 샤이너의 학

설을 논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갈릴레오의 태도는 첫 번째 편지를 완성한지 약 세 달 뒤에 작성된 두 번

째 편지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망원경으로] 매일 끊임

36) 갈릴레오는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할 때 자신의 논적이 누구이며 어느 소속의 인물인지 
알지 못했다. 샤이너는 지속적으로 “아펠레스”라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612년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 무렵이 되어서야 갈릴레오는 아펠레스가 예수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Galileo and Scheiner, op. cit., 238-239을 참고
할 것.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명이 아니라 샤이너의 본명을 일관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37) Ibid., 89-90.
38) “만약 제가 확신을 갖고 동료와 후원자께[즉, 샤이너와 벨저] 의견을 말씀드려야 한다

면, 저는 흑점이 태양의 표면 근처에서 생성되고 분해되며, 표면에 접촉해있고, 태양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전하여 흑점을 나르며, 아마도 [태양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흑점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온다고 주장할 것입니
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과 집단의 구성이 바뀐 채로 말입니다.” ibid.,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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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행한 관측은 어떠한 모순도 없이 저의 의견이 진리와 일치함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에서 내비쳤던 입장으로부터 “후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견해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던 것이다.39) 갈릴레오

가 수행했던 관측은 그가 1612년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관찰한 흑점의 

모습과 배열을 그려 편지에 첨부했던 35장의 그림에 반영되었다[그림 1].40) 

그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없이 그러한 관측 그림만으로도 “흑점들의 서

로 다른 밀도, 어두운 정도, 형태의 변화, 그리고 결합과 분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갈릴레오가 남긴 관측 그림은 불규칙하

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흑점의 윤곽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심지어 파

도바에서 갈릴레오의 학생이었던 군인 다니엘로 안토니니(Daniello 

Antonini)는 갈릴레오의 그림을 전달받아 자신의 관측 결과와 비교해본 뒤 

“태양의 표면 근처에 있는 흑점이 표면에 접촉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

해 선생님의 [수학적] 논증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41)

39) Ibid., 109.
40) Ibid., 131-165. 갈릴레오는 두 번째 편지의 집필을 완료한 뒤 1612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 간의 관측 그림을 추가했다. 이 관측 그림은 같은 책, 166-168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릴레오가 편지를 같은 해 8월 23일에 부쳤기 때문에 벨저는 추가된 
세 장의 그림을 두 번째 편지와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편지의 송부 날
짜는 역시 같은 책의 253쪽을 참고.

41)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93에서 재인용. 안토니니에 대한 정보는 
Heilbron, op. cit. (cit. n. 6), 201-202, 36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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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흑점 관측 그림. 그가 『흑점에 관한 

편지』 중 두 번째 편지에 수록했던 흑점 관측 그림의 일부이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164]

그러나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와 태양의 자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확

신했던 이유는 망원경을 통한 관측 때문만은 아니었다. 흑점의 형태가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서로 합쳐지다 분리하는 것과 같은 흑점의 존재 양상과 운

동은 관측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흑점이 “태양에 접촉해있으며, 태양의 

회전으로 인해 운동한다는 점은 경험적인 관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

한 우연적인 요소(accidenti, accidents)에서 추론함으로써 도출되고 결정되

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42) 이때 “우연적인 요소”란, 흑점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바로 그 ‘무엇’에 해당하는 흑점의 변하지 않는 “본

42) Galileo and Scheiner, op. ci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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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essenza, essence)” 또는 “실체(sustanza, substance)”와는 달리 시시각

각 변하는 운동 및 형태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한다.43) 이러한 언명

을 고려하면, 갈릴레오는 흑점의 운동과 형태 변화와 같은 관측 결과로부터 

어떠한 추론을 거쳐 흑점은 태양에 접촉해있거나 미세한 정도로 떨어져 있으

며 태양의 자전에 의해 운동한다는 명제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가 거쳤던 추론

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 절은 갈릴레오가 태양의 자전을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

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그가 흑점의 위치에 관하여 어떠한 추론을 전개했

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흑점에 관한 편지』의 전반적인 논의 맥락을 파악하

고, 태양이 자전한다는 명제가 흑점이 태양에 접촉해있다는 수학적인 논증에

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 편지에서 흑점의 위치와 관련하여 갈릴레오가 제시했던 추론은 

관측에 기반한 총 세 가지 수학적 논증이다. 각각의 논증은 ① 흑점의 길이

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폭은 태양 표면의 가장자리에서 가늘어진다는 점, 

② 똑같은 시간 동안 흑점이 이동한 거리가 태양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점, ③ 똑같은 시간 동안 동일 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흑점 사이 

거리의 변화는 두 흑점이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증가한

다는 세 가지 관측 결과를 근거로 했다. 갈릴레오는 첫 번째 논증에서 원근

법을 근거로, 흑점의 폭이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줄어드는 관측 결과가 “태양

이 구형이며, 흑점들이 태양 표면과 근접해있고 똑같은 표면을 따라 운동한

다”는 분명한 논거라고 주장했다.44) 두 번째 논증은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접촉한 채 한 달에 한 번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흑점이 하루에 이동

하는 거리가 관측과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45)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증은 만

43) 갈릴레오는 첫 번째 편지에서 흑점은 구름이나 혜성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별이
라는 샤이너의 주장을 반박하며 흑점의 “본질(essenza)”과 “실체(sustanza)”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ibid., 98.

44) Ibid., 110-112.
45) “주의 깊은 관측을 통해 [흑점 하나가 이동한 거리 사이의] 감소량과 증가량은 … [각

각] 버스트사인(versed sine), 그리고 같은 크기의 호가 더해질수록 버스트사인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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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동일 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흑점이 태양의 표면과, 태양 지름의 1/20만

큼 또는 심지어 1/100만큼이라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수학

적으로 귀결되는 결과가 두 흑점 사이의 관측상 거리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추론에서 주목할 점은 흑점의 위치에 관한 갈릴레오의 증명만으

로는 흑점이 태양 표면에 접촉해있다는 명제를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증의 결과는 “흑점들이 태양 표면과 근접해있”다는 것이

며, 두 번째 논증은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붙어있다고 가정할 경우 도출되는 

수학적 논증 결과와 관측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흑점이 태양

의 표면에 접촉해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수학적 논증의 결론과 관측이 서

로 거의 일치하도록 하는 태양과 흑점 사이의 매우 근소한 거리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논증은 흑점의 태양 표면 접촉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논증을 통해서도 흑점의 위치를 태양 표면으로 특정하기에는 불

충분하다. 태양과 흑점이 서로 태양 지름의 1/20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

을 때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해서 그보다 더 작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 자

신이 세 가지 추론을 끝으로 “흑점과 태양 표면 사이의 거리는 아예 없거나, 

또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고

려하면, 그 또한 자신의 수학적 논증이 흑점은 정확히 태양 표면과 접촉해있

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46) 이는 위에

서 언급한 세 가지 논증 중에서 갈릴레오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논제를 증명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추론이라고 여겼던 가장 마지막 논증, 즉 

동일 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흑점 사이의 관측상 거리 변화를 근거로 하는 

논증을 직접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47) 논증은 기하학적 도식인 <그림 

과되는 양과 거의 일치한다.” ibid., 112. 이때 버스트사인은 단위원을 기준으로 1에서 
코사인(cosine)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버스트사인에 관해서는 같은 책의 81-82쪽을 참
고하라.

46) Ibid., 118.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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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편지에 첨부된 관측 기록인 <그림 3, 4>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다.

우선 경[즉, 벨저]께서는 태양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것의 지름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부터 지름의 양끝까지 산출되는 광선들의 

사잇각은 큰 오차 없이 광선들을 평행선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점

을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작위로 선택한 모든 두 흑점이 제가 염두

에 두고 있는 [경험에 기초한] 시험(esperienza, experiment)에 적합하지 

않고 똑같은 선 위에서 운동하는 두 흑점만이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러한 방식으로 배치된 두 흑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흑점이 움직임으로

써 태양의 원반에서 둘 다 [태양의] 중심을 통과하거나, [태양의] 동일한 극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있을 때, 우리

는 흑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흑점 A와 B의 경우처럼[그림 3, 4] … 이따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제 우리와 태양 사이 거리로 생각되는 선분 GZ를 먼저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Z를 우리의 눈, G를 태양의 중심으로 삼고, 그 주위로 제가 선택한 

흑점들이 위치한 원의 반지름과 똑같거나 약간 작은 반지름을 가진 반원 

CDE를 그려 원주 CDE가 흑점 A와 B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눈은 [태양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원 CLE와 같은 평면

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주 CDE는] Z에 있는 눈에 직선으로 보일 것이며, 

지름 CGE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흑점 A와 근처에 있는 원주 사이의 거리를 [그림 3으로부터] 

취하고 그것에 CF를 할당하십시오. 그리고 점 F로부터 CG와 수직인 선을 

그리면 FH가 될 것이고 이는 GDZ와 평행할 것입니다. [눈이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 FH는 눈으로부터 흑점 A까지 이어지는 광선일 것

입니다. [흑점 A가 태양 표면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흑점은 태양의 지름 

CE에 위치한 점 F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표면 위에 위치한] 점 

H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흑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그림 3으

로부터] 취하고, 이를 지름 CE 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점 F에서 I까지 

47) Ibi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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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 IL을 그리면 흑점 B로 향하는 광선이 되고, 

선 FI는 흑점 A와 B 사이의 겉보기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

의] 실제 간격은 호 HL과 대응하는 [현] HL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거리는 광선 FH와 IL에 의해 결정되고 [태양의 지름 CGE에 대한] 기울기

로 인해 비스듬하기 때문에, 분명히 FI와 똑같은 크기의 선으로 보입니다. 

태양의 회전으로 인해 점 H와 L은 E를 향해 하강함으로써, 눈 Z에 중심 

G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를 사이에 포함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더 

이상 [원근 현상으로 인해] 축소되지 않고 정면을 향하는 두 흑점 A와 B는 

현 HL만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그것들이 태양의 

표면에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동일한 두 흑점 A와 B가 중심으로부터 거의 동일한 거리만큼 떨

어져 있는 7월 5일에 해당하는 삽화[그림 4]를 살펴보면, [그림 4로부터 

취한] 둘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현 HL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흑점이 어떠한 거리만큼이라도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회

전하고 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증

명됩니다. 

예를 들어 호 MNO가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즉 원주 CHL로부터 겨우 

태양구가 가진 지름의 1/20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수직선 

FH과 IL을 각각 N과 O까지 연장하십시오. 만약 흑점 A와 B가 원주 

MNO 위에서 운동한다면 흑점 A는 실제로는 N에 있지만 F에 있는 것으

로 보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흑점 B는 I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O에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의 실제 간격은 HL보다 상당

히 짧은 직선 NO만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흑점 N과 

O가 E를 향해 움직여 선 GZ가 현 NO를 이등분하여 서로 수직한다면, 흑

점들 사이의 겉보기 거리는 최대가 되어 실제 거리와 같아질 것이고 현 

NO는 HL보다 상당히 짧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결

과인, 흑점들이 직선 HL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흑점들은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태양이 가진 지름의 1/20만큼도 떨

어져 있지 않습니다.48)

48) Ibid., 112-115. 독자의 편의를 위해 문단을 임의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짜임이 원문
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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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에 대한 수학적 논증을 전개하기 위해 삽입했던 그림이

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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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흑점의 위치에 관한 논증의 첫 번째 관측 자료.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를 

논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던 관측 그림이다. 흑점 A와 B는 그림 2에서 각각 

점 H와 L에 해당한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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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흑점의 위치에 관한 논증의 두 번째 관측 자료.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를 

논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던 또 다른 관측 그림이다. 그림 3의 흑점 A와 B가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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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갈릴레오의 논증을 직접 살펴보면, 그의 논증이 흑점의 위치를 확

정하기에는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태양의 표면과 흑점 사이의 거리가 인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가정한다면 두 흑점 사이의 실제 거리인 

선분 HL과 NO가 거의 같아지므로, 두 선분의 길이 차이를 근거로 하는 위

와 같은 논증만으로는 흑점의 위치가 정확히 태양의 표면 위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갈릴레오가 마지막 논증을 끝마친 뒤, 그 결론으로 

“이 흑점들은 태양의 표면과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에 접촉

해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는 사실은 그 또한 자신의 논증을 통해 흑점

의 태양 접촉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49)

이와 더불어 갈릴레오가 마지막 논증에 이어서 흑점이 두께를 가진다고 

주장하기 위해 도입한 도식인 <그림 5>와 그 설명이 흑점은 태양의 표면으

로부터 짧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흑

점의 위치에 관한 세 논증을 통해 태양과 흑점 사이의 거리를 확정할 의도

는 그에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저는 흑점들이 그 두께, 더 적절히 말하자면 “깊이”만큼 위쪽으

로[즉, 태양 바깥쪽으로] 약간 연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

것들은 길이나 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얇습니다. 이는 종종 태양의 가장자

리 바로 근처에서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는 흑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모습[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두 흑점 사이의 간격. 

만약 흑점이 상당히 두껍다면, 그 두께 때문에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두 흑

점 사이의 간격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으로부터 추론됩니다. 심지어 흑

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동일 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관측될 때

에도 말입니다. … 그러나 혹시 누군가 흑점들이 완전히 납작하거나 적어

도 극도로 얇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점들이 

[태양] 원반의 가장자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때, 흑점들 사이의 밝은 공

간이 흑점들의 길이[즉, 흑점의 폭]가 줄어드는 정도 이상으로 축소되지는 

49) Ibid., 116. 갈릴레오가 세 번째 편지에서 제시했던 또 다른 수학적 논증도 마찬가지로 
흑점의 위치가 정확히 태양의 표면이라는 점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의 논증은 같은 
책의 276-278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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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것들의 깊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저는 반드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만약 흑점의 깊이가 그것의 길

이 또는 흑점들 사이의 공간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해도, 흑점을 측면에서 

조명하는 태양의 광채로 인해 그 밝은 간격[즉, 흑점들 사이의 공간]은 가

장자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림 5].

그림 6 두께 또는 깊이를 가지는 흑점. 갈릴레오가 흑점이 두께 

또는 깊이를 가진다고 주장하기 위해 삽입했던 그림이다. 두 흑

점 DE[D 왼쪽에 있는 철자가 E이다!] 및 C와 태양의 표면 AB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117]

만약 경께서 태양의 표면인 호 AFB[C와 D 아래쪽에 있는 철자가 F이

다!]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흑점 C와 DE, 그리고 F로 표기된 태양 표면

의 일부인 두 흑점 사이의 면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직선 OC를 따

라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져 진행하는 광선을 상상하신다고 해도, 두 흑점은 

하나의 연속적인 흑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흑점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흑점 DE의 측면인 D가 근처에서 표면 F의 밝기에 의해 비추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와 더불어 눈은 비스듬히 위치한 채로 태양의 표면 중 일부, 즉 

광선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흑점 DE 아래에 있는 

표면을 보게 됩니다.50)

50) Ibid., 116-118.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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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갈릴레오는 관측 결과를 통해 흑점이 깊이를 가진다고 추론했다. 

그의 추론에서 주목할 점은 흑점이 완전히 납작하거나 극도로 얇다고 주장하

는 가상의 논적에 맞서기 위해 갈릴레오가 흑점과 태양 표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상정함으로써 광선이 그 공간을 향하여 눈이 흑점 아래에 위

치한 태양 표면의 일부를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림 5>는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를 태양의 표면으로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본 논문이 앞에서 살펴본 흑점의 위치에 대한 

수학적인 논증의 결론, 즉 “흑점과 태양의 표면 사이의 거리는 아예 없거나, 

또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결론에 따라 흑점과 태양

의 표면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상정했을 뿐이다. 만약 그 자신이 앞선 수학

적 논증을 통해 흑점의 표면 접촉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이어서 흑

점의 깊이를 논의할 때 그러한 공간의 존재를 가정한 그림과 설명을 제공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수학적 논증을 통해 흑점이 태양의 표면과 붙어 있

거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냄으로써 어떤 목

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레오의 논적 샤이

너가 흑점에 관하여 가졌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릴레오의 『흑점에 

관한 편지』에 수록된 세 편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샤이너의 주장을 향한 논박

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51) 

샤이너는 『세 통의 편지』에서 태양처럼 아주 밝은 물체 위에 흑점과 같은 

어두운 물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만약 흑점이 태양 표면

51) 갈릴레오의 첫 번째 편지는 서두부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샤이너의 주장을 논평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경[즉, 벨저]의 바람을 적어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 저는 가면을 쓴 아펠레스[즉, 샤이너]의 편지 세 통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
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경께서 이를 명했기 때문이며, 그 편지들이 흑점
들의 본질, 위치, 그리고 운동을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지금까지 고려된 사항들을 포함
하기 때문입니다.” ibid., 89-90. 갈릴레오가 집필했던 세 번째 편지의 내용 또한 “아펠
레스의 응답[즉, 『더욱 정교한 탐구』]에 담긴 특정 사항들을 다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샤이너의 견해에 대한 논박의 성격을 띤다. 같은 
책, 253쪽에서 인용.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부분 갈릴레오 자신의 주장
으로 채워진 두 번째 편지 역시 흑점에 관한, 특히 흑점의 위치에 관한 샤이너의 입장
을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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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어있다면 태양은 반드시 자전함으로써 흑점을 움직여야 하므로 태양의 

원반 위에서 관측되는 흑점의 배치와 위치가 똑같이 유지된 채 다시 발견되

어야 하기 때문에, 흑점은 태양 표면에 접촉해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

다.52) 샤이너는 흑점에서 시차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흑점은 공기와 달의 

천구(caelum lunare, lunar heaven) 속에 있을 수 없으며53), 흑점의 운동 

방향과 그것이 밤에 태양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수성과 금성의 천구에도 위치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샤이너

에 따르면 흑점은 태양의 천구에 속해야 하며, 또한 흑점의 크기와 운동으로 

미루어 볼 때 구름과 혜성이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흑점은 태양의 천

구 속에 위치한 채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의 별(sydera Heliaca, solar 

stars)”일 수밖에 없다.54)

갈릴레오의 주된 목적은 바로 흑점의 정체가 태양의 표면에서 어느 정도 

52) Ibid., 62.
53) Ibid., 61. 시차(parallax)는 특정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볼 때 관측되는 각

도의 차이를 뜻한다. 만약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차가 매
우 작아 관측되지 않겠지만, 다소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시차가 관측될 것이다. 샤이
너에 따르면, 만약 흑점이 달의 천구 아래에 있는 공기나 달의 천구에 포함되어 지구와 
다소 가깝게 위치한다면 시차가 관측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차가 관측되지 않으므
로 흑점은 공기와 달의 천구보다는 먼 곳에 있어야 한다. 

54) Ibid., 67-73. 샤이너는 『더욱 정교한 탐구』에 수록된 벨저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
(1612. 1. 16)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 편지는 같은 책의 196-202쪽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흑점의 위치는 태양 표면일 수 없다는 샤이너의 견해는 확고하게 지속되
었지만, 흑점의 정체가 “태양의 별”이라는 주장은 『더욱 정교한 탐구』에 마지막으로 수
록된 여섯 번째 편지(1612. 7. 25)에서 그 논조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사항을 놓고 헤매고 있다. 이러한 물체들[즉, 흑점]은 생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가.” 이는 같은 책의 230쪽에서 인용. 갈릴레오 또한 자신이 쓴 
흑점에 관한 세 번째 편지(1612. 12. 1)에서 샤이너의 견해가 『세 통의 편지』와 비교했
을 때 다소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이 또한 같은 책 265-266쪽을 보라. 샤이너의 논조
가 변화했던 원인은 “태양의 별”이 태양의 천구 속에 위치하므로 태양과 그리 멀리 떨
어져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태양의 뒷면으로 사라진 별이 근시일 내에 다시 앞면에
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별을 관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역시 같
은 책의 171-172쪽을 참고. 비아졸리는 샤이너의 입장이 다소 변화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인이 그가 흑점의 정체가 별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흑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 “별”의 범주를 재규정했기 때문이었음을 설득력 있
게 보이고 있다. 샤이너는 일반적으로 별이 태양의 빛에 의한 광학적 효과 때문에 생멸
하며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일반적으로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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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회전하는 “태양의 별”이라는 샤이너의 주장을 논박함으로써 흑점은 

절대 별일 수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갈릴레오는 

태양 주위에 회전하는 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논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위

에서 살펴보았듯이, 흑점에 관한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관측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흑점이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태양이 가진 지름의 1/20만큼도 떨

어져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흑점은 별일 수 없다는 수학적 논증을 개진했

다. 이는 그가 흑점의 정체가 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태양이 가진 지름의 1/20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

다. 

왜 갈릴레오는 하필 태양 지름의 1/20이라는 수치를 도입했을까? 이는 

달과 금성, 그리고 태양의 실제 지름 값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55) 우선 

샤이너는 『세 통의 편지』의 마지막 편지에서 흑점을 달 및 금성과 비교하며 

그것이 “태양을 등진 채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 달과 금성 못지않은 별”이라

고 주장했다.56) 달과 태양의 합(合, conjunction)인 일식은 고대부터 잘 알

려진 현상이었으며, 금성과 태양의 합 또한 중세와 근대 초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현상이었다.57) 두 현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샤이너는 태양의 일부

를 어둡게 가리며 움직이는 흑점을 보고 달과 금성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그는 『세 통의 편지』의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이 천문학자 조반니 

안토니오 마지니(Giovanni Antonio Magini)의 천체위치표에 기초하여 금

성과 태양의 합을 관측함으로써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이는 금성과 흑점 사이의 유사성을 높이는 결과였다. 

샤이너는 흑점이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가늘어지는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

55) 내가 아는 한 갈릴레오가 태양이 가진 지름의 1/20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던 이유를 밝
히려 시도한 연구는 없다. 시어는 본 논문이 앞서 살펴본 흑점의 위치에 관한 갈릴레오
의 두 번째 수학적 논증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1/20이라는 값의 기원을 탐구하지는 
않았다. Shea, Galileo's Intellectual Revolution: Middle Period, 1610-1632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7), 55-58.

56) Galileo and Scheiner, op. cit., 70. 
57) 망원경 발명 이전의 금성과 태양의 합 현상에 대한 인식은 ibid., 9-22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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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치 달처럼 태양과 흑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흑점의 위상이 변화한

다고 상정하기도 했다[그림 6].58) 더 나아가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자신이 

흑점의 모양 변화를 설명했다고 믿은 샤이너는 “만약 햇빛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흑점들의 빛나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우

리에게 초승달(horned [moon]), 볼록달(gibbous [moon]), 삭월(new 

[moon]),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보름달(full [moon])과 같은 다양한 작은 

달(lunulae)로 보일 것”이라 진술했다.59) 요컨대 샤이너는 이미 위상 변화와 

같은 성질이 잘 정립된 달과, 자신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간주한 금성이라는 천체와의 비교를 통해 흑점의 정체가 각각 지구와 태양을 

도는 달과 금성처럼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태양의 별”임을 주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60)

58) Ibid., 70. 샤이너는 이미 갈릴레오와 예수회 천문학자들에 의해 1610년 말에 관측되
어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증거로 여겨진 금성의 위상 변화를 『세 통의 편지』 
아무데서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비아졸리의 지적처럼 실제
로 샤이너가 편지를 집필했을 당시 금성의 위상 변화라는 관측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67-168. 만약 샤이너가 
금성의 위상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면, 그는 <그림 6>에 기초한 논의를 진
행할 때 달뿐만 아니라 금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9) Galileo and Scheiner, op. cit., 72. gibbous moon은 종종 철월(凸月)로 번역되기
도 한다. 이는 상현달과 하현달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60) 비아졸리의 연구를 고려하면, 갈릴레오 또한 『별의 전령』에서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의 존재를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 샤이너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
다. 갈릴레오는 그 별들이 주기적인 운동이라는 행성(planets)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분류를 고안하는 대신 이미 잘 정립된 “방황하는 별(wandering 
stars)”이라는 분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목성 주위에서 관측된 별의 정체를 밝히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는 목성 주위를 도는 “메디치가의 별들”을 특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인 금성 및 수성과 비교했다. 비아졸리에 따르면 “결국 갈릴레오는 메디치가의 별
들이 금성 및 수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메디치가의 별을 ‘정상화
(normalize)’하려 노력했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43-149, 
148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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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태양의 별”의 위상 변화. 샤이너가 흑점의 모양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했던 그림이다. 그림 아래쪽에서 광선들이 수렴하는 곳에 관측자

의 눈이 있고, “태양의 별” L이 태양 A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샤이너에 

따르면 관측자는 햇빛에 의해 위상이 변화하는 흑점을 보게 된다. 본 논

문의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그림을 일부 편집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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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는 만약 면밀히 관찰한다면 흑점의 어두운 부분은 샤이너의 주장

처럼 태양 쪽이 아니라 태양 반대쪽부터 줄어듦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6>에 기초한 논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61) 더 나아가 흑점은 변하지 않

는 형태와 주기적인 운동과 같은 특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달과 금성처

럼 빛을 투과하지 않고 그림자를 남긴다는 특징만으로 그 정체를 별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62) 

그러나 갈릴레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달과 금성의 실제 지름 값을 사

용하여 흑점은 태양을 도는 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대부터 약 17세기 중반까지 표준적인 값으로 활용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크기 수치에 따라 달과 금성, 그리고 태양의 실제 지름을 비교해보면, 달과 

금성은 거의 같고 태양은 달 및 금성보다 약 20배 큰 지름을 갖는다.63) 또

한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샤이너는 “태양의 별”과 태양 사이에 별의 

지름 정도의 공간을 상정했다. 갈릴레오는 달과 금성, 그리고 태양의 실제 

지름 수치와 샤이너가 제시했던 그림에 기초하여, 만약 흑점이 샤이너가 비

교했던 달 및 금성과 유사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그것들과 동일한 실제 지

름을 갖는다면 자신의 관측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그림 2>에 기반한 수학적 논증을 통해 보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64) 만약 <그림 6>처럼 태양으로부터 금성이 그것의 지름 정도만큼 떨어

61) <그림 6>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샤이너의 그림에 따르면 G에 
위치한 “태양의 별”의 관측상 어두운 부분은 태양을 향하는 쪽부터 밝아진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흑점을 면밀히 관찰할 경우 태양을 향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부터 어두
운 부분이 축소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62)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7, 101.
63)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하면, 지구의 실제 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달은 /24, 금성은 

6/20, 태양은 5+1/2의 실제 지름을 갖는다. 값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달과 금성
의 지름은 거의 같다. 달과 태양의 지름을 비교하면 (5+1/2)/(7/24) = 18.9로, 태양의 
지름이 달보다 약 20배 더 크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름 수치는 다음 책의 표를 참고하
였다. Van Helden, Measuring the Universe: Cosmic Dimensions form 
Aristarchus to Halley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85), 27. 갈릴레오가 
『흑점에 관한 편지』의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에서 전통적으로 수용되었던 프톨레마이
오스의 겉보기 지름 수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편지를 집필했을 당시 갈릴레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수치표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갈릴레오는 겉보
기 지름뿐만 아니라 실제 지름 값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3, 2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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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성의 실제 지름은 태양보다 20배 작기 때

문에 금성은 태양 지름의 1/20만큼 떨어진 채 회전하는 셈이고, 이는 갈릴

레오가 흑점에 관한 두 번째 편지에서 제시했던 1/20이라는 수치와 동일하

기 때문이다.65) 더 나아가 갈릴레오가 세 번째 편지에서 흑점의 위치에 대한 

또 다른 수학적 논증을 개진할 때 태양의 지름이 아닌 반지름의 1/20이라는 

수치를 사용했다는 점은 그가 “태양의 별”이 태양으로부터 별의 지름이 아닌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그림[그림 7]을 샤이너가 『더욱 정교한 탐구』에서 

삽입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자신의 논증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66)

3절의 논의를 종합하면, 갈릴레오는 흑점이 정확히 태양의 표면에 접촉해

있다고 주장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에게 흑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갈릴레오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흑점의 정체가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도는 “태양의 별”이라는 샤

이너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갈릴레오는 그러한 별이 샤이너가 

그림을 통해 상정했던 거리, 즉 별이 가진 지름 또는 반지름 정도의 거리만

64) 갈릴레오가 흑점이 실제로 달이나 금성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논문의 주장은 태양에 비해 흑점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샤
이너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알려져 있던 천체의 실제 지름 값 중 수성을 제외하
면 크기가 가장 작은 달과 금성의 실제 지름을 기준 값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왜 가장 작은 수성의 지름 값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는 
샤이너가 흑점을 수성이 아니라 달 및 금성과 적극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
된다. 참고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수치표에 따르면 지구의 실제 지름을 1이라고 가
정했을 때 수성은 1/27의 실제 지름 값을 갖는다. Van Helden, Measuring the 
Universe (cit. n. 63), 27.

65) 샤이너가 <그림 6>을 자신의 의도가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과장해서 그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첫 번째 편지에서 갈릴레오가 “아펠레스[즉, 샤이너]가 추가했던 그 그림[그림 
6]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원들[‘태양의 별’이 도는 궤도]이 매우 큰 간격은 아
니지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큼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은 
적어도 갈릴레오는 샤이너의 그림을 “태양의 별”과 태양 사이의 실제 거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7. 한편 샤
이너는 달과 금성뿐만 아니라 목성의 위성과 비교함으로써 흑점을 그러한 별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했다. “따라서 운동과 위치에 관한 한 목성의 동행자들(companions)은 [흑
점과] 동일한 종류(nature)라고 가정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다.” 같은 책, 72쪽. 이러한 
샤이너의 주장은 『더욱 정교한 탐구』에서도 지속되었다. 관련 내용은 같은 책, 210, 
229쪽을 참고하라.

66) <그림 7>에 기초한 샤이너의 논의는 Galileo and Scheiner, op. cit., 200-2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흑점의 위치에 관하여 갈릴레오가 세 번째 편지에서 전개했던 또 다른 
수학적 논증은 같은 책, 276-278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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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양의 별”의 관측상 모양 변화. 샤이너가 흑점의 모양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했던 그림이다. 그림 아래쪽에서 광선들이 수

렴하는 곳에 관측자의 눈이 있고, “태양의 별” D가 태양 C를 중심으

로 돌고 있다. “태양의 별”이 그것의 반지름만큼 태양으로부터 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의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그림을 일부 편집할 수밖

에 없었음을 밝힌다. [출처: Galileo and Scheiner, On Sunspot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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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도 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관측과 수학적인 논증을 통해 보일 수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흑점과 태양 표면 사이의 거리는 아예 없거

나, 또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다”는 흑점의 위치에 관한 

결론은 그러한 갈릴레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했을 것이다.67)

또한 3절의 논의를 통해 태양의 자전이라는 명제가 흑점이 태양에 접촉해

있다는 수학적인 논증에서 직접 귀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졌을 것으

로 생각된다. 갈릴레오는 흑점이 태양의 표면에 접촉해있다고 확정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가 흑점의 위치에 대한 세 가지 논증을 마

친 뒤에도 흑점이 회전하는 이유가 “태양의 몸통이 자전하여 흑점을 나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히려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흑점을 담고 있는 [태양의] 

대기가 회전함으로써 흑점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인지는 … 다소 불확실”하

다고 진술했다는 점은68), 그가 흑점의 위치에 관한 자신의 논증만으로는 태

양의 자전 여부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어떠한 방식으로 태양이 자전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려 시도했을

까? 이제 다음 절부터 갈릴레오의 두 번째 추론, 즉 “경험적인 관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한 우연적인 요소”로부터 “[흑점이] 태양의 회전으로 인

해 운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태양이 자전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살펴보겠다.

67) Ibid., 118.
68) Ibid., 124. 



- 38 -

4. 유체우주설과 지구-태양 비유에 기반한 태양 대기 추론

16세기가 저물 무렵, 1572년과 1577년에 관측된 신성과 혜성의 위치가 달 

위 천상계라는 것이 판명되자, 몇몇 천문학자는 이를 고체 천구의 회전으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우주체계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실마리로 여

겼다. 이에 따라 일부의 코페르니쿠스주의자는 고체 천구 이외에 천체가 운

동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태양이 자전함으로써 천체에 운동을 전달

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죠르다노 브루노는 

1584년에 출간했던 『재의 수요일의 만찬』(La cena de le ceneri)에서 태양

이 자전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이후, 1591년에 출판된 『수많은 것, 광대한 

것,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De innumerabilibus, immenso, 

et infigurabili)에서 태양이 자전함으로써 빛을 통해 행성과 지구를 움직인

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의 수학자이자 식물학자였던 에드먼드 브루스

(Edmund Bruce)는 브루노의 우주론에 기초하여, 행성 궤도의 중심에 위치

한 태양은 자전을 통해 행성을 운동하게 하고 행성의 속력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천문학

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의 초기 저작인 『우주의 신비』(Mysterium 

cosmographicum, 1597)에서 태양이 행성을 운동하게 하는 원인일 가능성

을 타진했고, 이를 발전시켜 1609년에 출간했던 『새로운 천문학』

(Astronomia nova)에서 태양이 자전함으로써 자성과 같은 성질을 가진 물

질을 방출하여 행성을 움직인다고 주장했다.69)

그들과 달리 갈릴레오는 흑점의 관측에 기초하여 태양의 자전에 관한 논

증을 개진했고, 자신이 “태양구가 … 자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분명히 증명

했다”고 믿었다.70) 그러나 그가 흑점의 관측만으로 태양의 자전을 증명한 것

69) Wilbur Applebaum and Renzo Baldasso, op. cit. (cit. n. 10), 383-385. 애플바움
과 발다소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태양의 자전에 관한 브루노와 케플러의 학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글, 384-386쪽.

70) Finocchiaro ed., op. ci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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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또한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논증

을 통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태양이 

자전한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본 절은 『흑점에 관한 편지』 집필 당

시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유체우주

설을 배경으로 갈릴레오가 태양을 지구에 비유함으로써 태양을 고체구와 유

체 대기로 새롭게 개념화했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어서 다음 절은 갈릴레오

가 『흑점에 관한 편지』 집필 약 1년 전부터 수립했던 고체와 유체의 성질 

및 구조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물질론이라는, 흑점의 관측과 그에 기초한 수

학적 논증과는 다른 자연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4절은 그가 유체우주설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비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태양의 자전에 관한 자신의 논의에 활용했는지 살펴본다.71)

흑점이 태양 표면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명제를 입증했다

고 생각한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태양 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흑점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태양의 몸통이 자전하여 흑점을 나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히려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흑점을 담고 있는 [태양의] 대기(ambiente, ambient)가 회

전함으로써 흑점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인지는, 두 가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흑점에 전달되는 운동이] 

71) 지금까지 갈릴레오의 『흑점에 관한 편지』와 유체우주설 사이의 연관성이 지적되지 않
았던 것은 아니다. 갈릴레오 연구자 스틸만 드레이크는 『흑점에 관한 편지』에서 갈릴레
오가 천상계에 유체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천체를 품고 회전하는 투명한 
고체 천구의 존재를 거부했음을 지적했다. 드레이크가 유체우주설을 직접 언급했던 것
은 아니지만, 갈릴레오가 고체 천구를 부정했다는 점은 부분적으로나마 그가 유체우주
설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Galileo, Discoveries and Opinions of Galileo, 
trans. by Drake (New York: Doubleday, 1957), 112n7. 하일브론은 그가 집필한 갈
릴레오 전기에서 갈릴레오가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하기 위해 유체우주설을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Heilbron, op. cit., 189-190. 그러나 
본 논문의 이어지는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양이 유체인 대기로 둘러싸여 있다
는 갈릴레오의 견해와 고체 천구의 대안적 우주설인 유체우주설이 정확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갈릴레오가 태양을 지구에 비유함으로써 태양에 대기의 존재를 도입
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유체우주설의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태
양의 자전에 관한 갈릴레오의 논의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비유는 유체우주설과 태양
이 지닌 대기의 존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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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운동보다는 태양구(solare globo, solar globe)의 운동이라는 가설

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대기에 담긴 흑점이 얼마나 쉽

게 모양을 바꾸고 합쳐지다 분할되는지를 통해 대기가 매우 엷고, 유동적

이며, 유연한 물질임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믿음에 이끌립니다. 모양이 쉽

게 변화하고 합쳐지다 분할되는 현상은 고체성을 지닌 단단한 물질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철학[즉,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장

에서는 꽤 새로워 보일 명제[즉, 천상계에 대기와 같은 유체가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72)

이는 갈릴레오가 태양을 투명하고 딱딱한 천구 속에 박혀 움직이는 고체

구가 아닌, “매우 엷고, 유동적이며, 유연한 물질”, 즉 유체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대기”에 둘러싸인 채 운동하는 고체구로 새롭게 개념화했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갈릴레오가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 도입했던 “대기”(ambiente)라는 용어는, 제임스 1세 통치 시기 잉글랜

드 왕실의 언어 교사 존 플로리스(John Floris)가 출판한 이탈리아어-영어 

사전에 따르면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헤매는 [것], 에워싸고 있는 [것]”이라

는 의미를 가진다.73) 그러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갈릴레오가 태양의 고체구

와 유체 대기로 태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힘

들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자신의 저작 『별의 전령』에서 달이 울퉁불퉁한 표

면에도 불구하고 윤곽이 균질하게 관측된다는 점을 변론하기 위해 도입한 

<그림 8>과 그 설명을 통해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72) Galileo and Scheiner, op. cit., 124. (강조는 필자)
73) John Floris, Queen Anna's New World of Words, or Dictionarie of the Italian 

and English tongues (London: Melch. Bradwood, 16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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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달을 둘러싼 증기 고리. 산맥이 달의 가장자리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갈릴레오가 『별의 전령』에 삽입했던 그림이다. 

[출처: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51]

지구의 경우처럼, 달의 몸통(lunaris corpus, lunar body) 주변에도 에테

르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농후한 물질로 이루어진 고리(orbis, orb)가 있

다. 이 고리는 (특히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때)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불

투명하진 않지만, 태양의 광선을 받아들이고 반사할 수 있다. 태양 광선에 

의해 조명된 그러한 고리는 달의 몸통을 더 커다란 구체로 보이게 한다. 

그리고 만약 고리가 더 두껍다면, 달의 실제 몸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시야를 방해할 것이다. … 달의 몸통 ABC는 증기 고리(orbis 

vaporosus, vaporous orb) DEG로 둘러싸여 있다. F에 위치한 눈의 시

야는 [상대적으로] 얇은 증기(vapor, vapors) DA를 지나 달의 중간 부분

인 A에 도달한다. 그리고 [달의] 끝 부분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두꺼운 

대량의 증기 EB는 달의 가장자리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방해한다. … 아마

도 이것이 달의 더 큰 점들[즉, 갈릴레오가 산맥으로 해석했던 달 표면의 

점들]이 가장자리 부분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다.74)

74)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51-53. (강조는 필자) 갈
릴레오는 목성 위성들의 크기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설명을 제시했다. 같
은 책,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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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갈릴레오가 달을 둘러싸고 있는 “증기 고리”와 태양을 휘감은 유체

의 성질을 지닌 “대기”를 비슷한 물체로 생각했다면, 아마도 태양과 그 대기

의 관계를 <그림 8>처럼 묘사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림 

8>에서 구체 ABC는 바로 태양의 몸통이, 그것을 둘러싼 DEG는 흑점을 포

함한 채 몸통을 둘러싼 대기가 되는 것이다. 갈릴레오가 흑점에 대한 첫 번

째 편지를 작성한 뒤 얼마 안 되어 린체이 아카데미의 창립자이자 자신의 

후원자인 페데리코 체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흑점을 “구름, 연기, 그리고 증

기”로 묘사했다는 사실은 그가 흑점을 포함한 대기를 달의 “증기”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음을 방증한다.75) 따라서 갈릴레오가 태양을 <그림 8>처럼 증

기에 둘러싸인 구체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갈릴레오가 “증기 고리(orbis vaporosu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달

을 둘러싼 증기를 지칭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11세기

에 집필되어 16세기 중반에 처음 라틴어 번역본으로 출판된 스페인 안달루

시아 출신 수학자 이븐 무아드(Abu 'Abd Allah Muhammad ibn 

Mu'adh)의 저작 『황혼에 관한 책』(Liber de crepusculis)에서 사용한 

vaporum sphaera와 유사한 용어로 보인다. 이는 16세기 동안 지구를 둘

러싸고 있는 각각의 천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sphaera와 orbis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76) 더 나아가 이븐 무아드가 

그의 책에서 태양의 광선을 반사하여 황혼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vaporum sphaera을 상정했던 것과 유사하게 갈릴레오 또한 “시야를 방해

할 정도로 불투명하진 않지만, 태양의 광선을 받아들이고 반사할 수 있”는 

증기를 도입했다는 점은 갈릴레오의 “증기 고리”가 이븐 무아드의 vaporum 

sphaer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77) 

75) 1612년 5월 12일 갈릴레오가 체시에게 보낸 편지.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78에서 재인용.

76) sphaera와 orbis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점은 다음을 참고하라. Edward 
Grant, Planets, Stars, and Orbs: The Medieval Cosmos, 1200-16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14-115, 115n37.

77) 이 진술이 갈릴레오가 이븐 무아드의 책을 직접 읽음으로써 “증기 고리”라는 개념을 
학습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븐 무아드의 책이 출판된 
뒤로 유럽의 많은 수학자가 vaporum sphaera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황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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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가 지구를 둘러싼 채로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증기를 달에 관한 

논의에 도입했다는 사실은 그가 달을 지구에 비유하려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마치 지구의 증기가 태양 광선을 반사 및 굴절하여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달의 증기도 달의 윤곽에서 산맥이 관측되지 않을 정도로 태양 광선

을 일부 반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8>을 포함한 위의 인용문에서 “지구

의 경우처럼”이라는 구절은 갈릴레오가 지구와 달 사이에 비유가 성립한다고 

생각했다는 본 논문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는 갈릴레오가 달에서 관측되는 

균질하지 않게 분포된 점들을 지구와의 비유를 사용하여 달의 표면에 위치한 

“산맥” 또는 “협곡”으로 해석했던 것과 유사하다.78)

같은 맥락에서 태양 주위에 “매우 엷고, 유동적이며, 유연한 물질”이라는 

유체의 성질을 지닌 “대기”가 존재한다는 갈릴레오의 생각 또한 태양을 지구

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흑점에 관한 첫 번째 편지에서 갈릴레

오는 흑점의 생김새와 운동을 논의하기 위해 태양을 지구에 비유했다. “만약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물질과의 비유를 통해 흑점이 무엇인지 제시하

기를 바란다면” 흑점의 관측에서 발견되는 결합과 분리, 모양의 변화, 어두

운 정도의 불규칙함, 거대한 크기, 불투명한 정도의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

른 개수의 많고 적음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구에 있는 구름에서 볼 수 있

는 특징과 똑같지 않은 특징은 아무것도 흑점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만약 지구가 스스로 밝게 빛나고 태양이 빛으로 

지구를 비추지 않는다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찰자는 지구를 떠다니는 

현상을 논의했으며, 갈릴레오 또한 그러한 논의의 전통 속에서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다
는 것이다. 이븐 무하드의 vaporum sphaera가 형성한 논의 전통에 관해서는 크레이
그 마틴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Craig Martin, “The Invention of Atmospher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52 (2015), 44-54. 마틴에 따르면 
이븐 무하드의 vaporum sphaera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상정한 아리스토
텔레스 자연철학의 전통과, 프톨레마이오스가 출범한 천체 현상을 왜곡하는 증기에 대
한 복합수학(mixed mathematics)의 전통이 결합되어 등장한 개념이었다. vaporum 
sphaera는 네덜란드의 수학자 및 천문학자 시몬 스테빈(Simon Stevin)에 의해 네덜란
드어 dampcloot로 번역되었고, 이는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빌
러브로어트 스넬리우스(Willebrord Snellius)에 의해 두 그리스어 단어를 합성해서 만
든 신조어 atmosphaera로 번역되었다. 이는 특히 같은 글의 44-47쪽을 참조.

78) Galileo, Sidereus Nuncius or The Sidereal Messenger,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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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 마치 태양 표면의 흑점과 비슷한 물체로 관측할 것이라는 사고실험을 

제안하기도 했다.79) 지구와 태양 사이의 비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름

과 흑점 사이의 비유는 갈릴레오가 작성했던 흑점에 관한 두 번째와 세 번

째 편지에서도 일관적으로 등장한다.80)

그러나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에 구름과 유사한 물질이 존재하고 바로 

그것이 흑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태양을 포함한 온갖 행성

과 항성이 속한 달 위 천상계에 그러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가 전제되어야 한다. 천상계에 유체와 같은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천상계 자체가 딱딱한 천구가 아닌 흐르는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 생각

은, 비록 주류는 아니었지만 갈릴레오가 흑점을 탐구하던 17세기 초에는 지

지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81)

79)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8-99. 갈릴레오가 흑점이 지구의 구름과 완전히 똑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견해는 흑점의 정체가 태양에 
의해서 산출된 물질이든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유인된 “증기(vapori), 방출물
(esalationi), 구름(nugole), 연기(fumi)”이든 상관없이 단지 구름 이상으로 흑점과 비슷
한 물체는 아무것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책, 101쪽에서 인용.

80) Ibid., 111, 118, 294-295. 
81) 갈릴레오가 『흑점에 관한 편지』를 집필할 당시는 여러 대안적 우주체계가 아리스토텔

레스-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흔히 16-17세기의 천문
학사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우주체계 지지자들 사이의 양자 간 경합 구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의 경쟁자로 코페르니쿠스주의
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같은 중심을 가진 채 순서대로 배열된 여러 개의 천구에 서
로 다른 축과 회전 방향, 그리고 규칙적인 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
한 동심천구설(homocentrics), 규칙적으로 일주운동하는 천구 속에 동맥과 같은 수많
은 통로(channels)가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행성과 항성이 그 속에서 고유한 운동을 한
다고 주장한 통로천구설이 프톨레마이오스주의를 압박했으며, 본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
의하는 유체우주설도 그러한 대안적 우주체계 중 하나였다. 

    동심천구설은 고대 그리스의 에우독소스(Eudoxus of Cnidus)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
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으며, 16세기 초 파도바에서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와 지오바니 아미코(Giovanni Amico)에 의해 부활하여 활발히 논의되었
다. 고대 그리스의 동심천구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Lindberg,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the European Scientific Tradition in 
Philosophical, Religious, and Institutional Context, 600 B.C. to A.D. 14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데이비드 린드버그 지음, 이종흡 옮
김, 『서양과학의 기원들: 철학·종교·제도적 맥락에서 본 유럽의 과학전통, BC 600~AD 
1450』 (파주: 나남, 2009), 159-169]. 16세기 초의 동심천구설과 이에 관한 클라비우스
의 논박, 그리고 통로천구설에 관한 내용은 James Lattis, Between Copernicus and 
Galileo: Christoph Clavius and the Collapse of Ptolemaic Cosm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86-94, 102-1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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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우주설은 그 기원이 적어도 13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82), 16

세기 말 덴마크 출신 천문학자 튀코 브라헤(Tycho Brahe)가 1577년에 출

현한 혜성을 천상계의 현상으로 해석한 뒤부터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

했다. 브라헤는 혜성을 면밀하게 관측한 끝에, 혜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

동한다고 주장했고, 그러한 경우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에서는 혜성이 금

성과 수성의 천구를 뚫고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딱딱

한 고체 천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1588년에 출간한 『천상계의 더욱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De mundi 

aetherei recentioribus phaenomenis)에서 자신이 혜성의 운동을 통해 

천구가 유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했다고 선언했다. 그의 책은 1603년

과 1610년에 재출간되었을 정도로 널리 읽힘으로써 천문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천구가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흐르고 유연

한 유체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83) 갈릴레오의 발견 또

한 우주설 논쟁에서 유체우주설을 지지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가 

82) 잉글랜드의 천문학자 로베르투스 앙리쿠스(Robertus Anglicus)는 1271년에 사크로보
스코(Johannes de Sacrobosco)가 약 1230년에 저술한 『천구에 대하여』(De sphaera)
의 주석서를 집필했다. 로베르투스는 그 책에서 우주가 같은 중심을 공유하는 여러 구 
껍질로 이루어져있고, 구 껍질들 사이에는 물과 같은 흐르는 물질이 들어 있어 그 속에
서 행성이 운동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로베르투스가 구 껍질 사이에 물과 같은 물질
이 들어있다고 보았던 것은 확실하지만, 구 껍질 자체를 어떠한 물질로 보았는지는 확
실하지 않다. 에드워드 그랜트에 따르면, 로베르투스가 구 껍질이 딱딱한 물질이나 흐
르고 유연한 물질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 Grant, op. cit. 
(cit. n. 76), 328-331. 343-344. 『천구에 대하여』의 또 다른 주석자였던 천문학자 안
달로 디 네그로(Andalo di Negro) 또한 유체우주 속 행성의 운동을 물고기의 움직임에 
비유하며 유체우주설을 지지했다. Lattis, op. cit. (cit. n. 81), 95. 이외에도 13세기부
터 17세기 중반까지 유체우주설을 지지한 여러 학자에 대해서는 그랜트의 같은 책 
324-370쪽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물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에 대한 비유는 같은 책의 
274n16쪽; Galileo and Scheiner, op. cit., 45n29을 참조할 것. 한편 사크로보스코가 
집필한 『천구에 대하여』와 여러 주석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Kathleen Crowther and Peter Barker, “Training the Intelligent Eye: 
Understanding Illustrations in Early Modern Astronomy Texts,” Isis 104:3 
(2013), 429-470.

83) Victor Thoren, “Tycho Brahe,” in René Taton and Curtis Wilson eds., 
Planetary Astronom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Rise of Astrophysics Part 
A: Tycho Brahe to Newton, 7-8; Grant, op. cit., 345-348, 353-356. 튀코의 우주
체계와 유체우주설을 결합하려 했던 천문학자들의 시도는 Lattis, op. cit., 211-216을 
참고.



- 46 -

관측한 금성의 위상 변화는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강력한 증거

였고, 유체우주설 지지자들에게 이 현상을 고체 천구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

능해 보였다. 네 개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관측 또한 마찬가지

였다.84)

유체우주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관측 증거와 관측에 대한 해

석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천문학 연구를 주도한 예수회 천문학자들에

게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도전이었다.85) 유체우주설의 대표적인 지지자로 예

수회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으며 1616년에 갈릴레오에게 코페르니쿠스주의

를 옹호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Roberto 

Bellarmino) 추기경을 들 수 있다. 벨라르미노는 1572년 이래로 유체우주

설을 고수했다. 그에 따르면 천상계는 단단하고 수정과 같은 불변하는 여러 

천구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천상계의 구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

섯 번째 원소인 에테르와도 무관했다. 벨라르미노는 우주의 최외각에 항성이 

박혀 있는 고체 천구가 있고,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와 항성 천구 사이

에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물체에 의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불과 같

은 물질이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행성은 그러한 물질 속에서 “마치 공기 

중의 새,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처럼” 스스로 운동한다고 보았다. 벨라르미노

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확실히 우주가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흐르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내세웠다는 점에

84) Grant, op. cit., 357-359. 한편 갈릴레오는 『별의 전령』을 출판한 뒤에서야 금성의 
위상이 초승달 모양에서 보름달 모양까지 변화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상 변화가 태양
중심설과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를 알 수 있었다. 갈릴레오가 금성의 위상에 관심을 두
었던 계기는 Richard S. Westfall, “Science and Patronage: Galileo and the 
Telescope,” Isis 76:1 (1985), 11-30을 참고.

85) 여러 예수회 대학 지부에 천문학 연구의 지침을 전파했던 로마 대학(Collegio 
Romano) 소속 천문학자 파울 굴딘(Paul Guldin)이 1611년 2월 13일 예수회 뮌헨 대
학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란츠(Johannes Lanz)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 예수회 내부의 혼
란스러웠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행성들[즉, 목성의 위성]
을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천구와 주전원을 그 행성들
에 할당해야 할까요? 튀코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별들이 물고기처럼 바다를 자
유롭게 헤엄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Galileo and Scheiner, op. cit., 44에서 재인
용. 굴딘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혼란은 유체우주설에 관하여 예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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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체우주설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벨라르미노와 같은 유체우주설 지

지자들은 이를 통해 1572년과 1604년에 나타난 신성(novae)과, 천체 현상

으로 해석된 혜성의 궤적, 그리고 목성과 동행하는 위성의 존재 등을 잘 설

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86)

갈릴레오 또한 유체우주설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가 피사 대학과 파도바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자

료는 예수회 로마 대학의 선도적인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가 

1581년에 출판한 사크로보스코(Johannes de Sacrobosco)의 『천구』 주석

서였다. 1581년 판본은 유체우주설을 향한 클라비우스의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유체우주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87) 

86)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209-210; Lattis, op. cit., 96-98. 벨라
르미노가 가졌던 우주론적 견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Richard Blackwell, Galileo, Bellarmine, and the Bibl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40-44; Ugo Baldini and George Coyne, 
The Louvian Lectures of Bellarmine and the Autograph Copy of his 1616 
Declaration to Galileo (Vatican City: Specola Vaticana, 1984); Joseph Pitt, 
“The Heavens and Earth: Bellarmine and Galileo,” in Peter Barker and Roger 
Ariew eds., Revolution and Continuity: Essay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arly Modern Science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1), 131-142. 벨라르미노처럼 유체우주설에 호의적인 예수회 구성원도 있었
지만, 예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체우주설을 반대하는 데 가까웠다. 예수회 천문학자
들은 출판물이 아닌 사적인 담화나 편지에서만 유체우주설을 옹호할 수 있었다. 만약 
출간을 의도할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했다. 예컨대 갈릴레오의 논적인 샤이너는 예
수회 상부가 흑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유체우주설의 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에 “아펠레스”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세 통의 편지』와 『더욱 정교한 탐구』
를 출판해야 했다. 예수회 소속 천문학자 중 유체우주설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크리
스토퍼 클라비우스(Christipher Clavius)였다. 그는 사크로보스코의 『천구』 주석서에서 
행성은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만약 유체우주설이 참된 우주설이어서 행성이 
자유자재로 우주 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성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현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체우주설은 유지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유체우주설과 더불어 동심천구설, 통로천구설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우주
체계에 대한 클라비우스의 입장은 Lattis, op. cit., 86-105을 참고하라.

87) 갈릴레오가 클라비우스의 주석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Heilbron, op. cit., 
46, 68을 참고. 클라비우스가 출간한 주석본의 1581년 판본에 대한 내용은 Lattis, op. 
cit., 64, 104-1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갈릴레오는 그의 마지막 저술 『새로운 두 과학
에 관한 담화와 수학적 증명』(Discorsi e dimostrazioni matematiche intorno a 
due nuove scienze, 이하 『새로운 두 과학』, 1638)에서 자신이 사크로보스코의 『천
구』 주석서를 공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Galileo, Two New Sciences: Including 
Centers of Gravity and Force of Percussion, trans. by Drak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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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우주가 단단한 고체 천구로 이루어져있다는 견해를 명

시적으로 거부했다. 『흑점에 관한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러한 [우주

의] 공간이 천구(orbs), 이심원(eccentrics), 주전원(epicycles), 그리고 주축

원(deferents)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이 알맞은 곳에 배치되어 그 속에 

위치한 모든 물체를 나름으로써, 결국 물체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신

을 둘러싼 천구 속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속박되어 강제로 이송될 수밖에 없

다”는 견해는 “상상 속의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것이다.88) 이는 갈릴레

오가 행성이 그 속에 박혀서 운동하는 단단한 고체 천구의 존재를 거부했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갈릴레오의 견해는 1615년에 피렌체 출신 문필가인 피에로 디니(Piero 

Dini)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는 편지에서 “서로 구

별되고 떨어져 있는 단단한 천구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한 

천구는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든 이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따라서 단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재하지 않는”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89) 마지막으로, 갈릴레

오는 고체 천구의 존재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체와 같은 물질을 동원하

여 천체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흑점에 관한 

편지』 집필에 앞서 이미 『별의 전령』에서 달의 가장자리에서 울퉁불퉁한 산

맥이 관측되지 않은 이유를 달을 감싸고 있는 “증기 고리”를 도입하여 설명

했다. 이는 갈릴레오가 적어도 1610년에는 우주에 증기와 같은 물질이 존재

할 가능성을 인지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활용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주가 유체로 가득 차있고 행성이 그 속에서 움직인다는 유체우주

설 옹호자들의 주장과 유체로 이루어진 물질이 달과 태양의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갈릴레오의 견해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흑

88)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5-96. 이심원, 주전원, 주축원처럼 천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도입했던 여러 작동기제는 Grant, op. cit., 271-324을 참
고.

89) 1615년 3월 23일 갈릴레오가 디니에게 보낸 편지. Finocchiaro ed., op. cit.,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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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관한 편지』 집필 당시 그가 그러한 유체우주설을 지지했는지도 확실하

지 않다.90) 그러나 본 논문의 주장은 갈릴레오가 유체우주설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여 태양 자전에 대한 자신의 논의에 적용했다기보다는, 그가 유체우주

설을 통해 우주에 고체 천구와 천체 이외에 유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지했

고, 바로 그것이 그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비유를 거쳐 태양을 둘러싼 유체

의 대기라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는 것이다.91)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갈릴레오는 『흑점에 관한 편지』, 특

히 지금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두 번째 편지를 집필할 당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를 걸쳐 대안적 우주설로 부상하던 유체우주설을 숙

지하고 있었고, 유체의 성질을 활용하여 천체 현상을 설명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는 1610년에 『별의 전령』에서 이미 달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유체를 

통한 설명을 2년 뒤 흑점 연구에서 태양 자전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도입했다. 결국 갈릴레오는 태양의 자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체우주설을 배

경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비유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태양을 새롭게 

개념화했다고 볼 수 있다.

90) 갈릴레오는 우주가 유체로 가득 차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릴
레오가 『흑점에 관한 편지』에서 고체 천구의 존재를 거부했다는 점은 그가 당시 유체우
주설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Galileo and Scheiner, op. cit., 95-97.

91) 실제로 이탈리아의 신학자 라파엘 아베르사(Raphael Aversa)는 1627년에 태양이 유
체 또는 증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견해가 유체천구설을 함축한다고 보았다. Grant, op. 
cit.,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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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질론에 기반한 태양 자전 논증

갈릴레오는 고체와 유체의 성질과 구조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담긴 『물의 표

면 위에 떠있거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논설』(Discorso intorno 

alle cose, che stanno in su l'acqua, o che in quella si muovono, 

이하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1612년 5월에 출간했다.92) 출판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갈릴레오가 수행했던 작업은 바로 태양 흑점 관측이었다.93)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갈릴레오는 흑점의 이동 경

92) 갈릴레오의 『물의 표면 위에 떠있거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논설』은 다음의 
책에 번역되어 있고, 본 논문에서도 이를 참고하였다.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cit. n. 16). 영문 제목은 주로 줄여서 Discourse on Bodies in Water
로 표기된다. 본 논문도 영문 표기에 따라 이후 논의에서 제목을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로 표기하겠다. 한편 물질론 연구는 낙하 법칙 및 포물선 법칙으로 대표되는 운동 
이론 연구와 달에 산맥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필두로 한 천문학 연구에 비하여 주목을 
덜 받은 갈릴레오의 실천 중 하나이다. 갈릴레오의 물질 이론은 그가 대공 코시모 2세
의 “철학자 겸 수학자”로 임명된 이후 처음 출간한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 가장 
먼저 전개되었으며, 이후 『시금자』(Il Saggiatore, 1623)를 거쳐 『새로운 두 과학』
(1638)까지 계속해서 정교화되었다. 갈릴레오의 물질 이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참
고할 수 있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hea, “Galileo's Atomic 
Hypothesis,” Ambix 17 (1970), 13-27; Shea, “Hydrostatics and the Regulative 
Use of Experiments,” in Galileo's Intellectual Revolution (cit. n. 55), 15-48; H. 
E. Le Grand, “Galileo's Matter Theory,” in J. J. Leach, Robert E. Butts, and 
Joseph C. Pitt eds., New Perspectives on Galileo (Dordrecht: Springer, 1978), 
197-208; Biagioli, Galileo, Courtier (cit. n. 24), 183-207. 오늘날 갈릴레오의 물질
론을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그의 운동 이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arla 
Rita Palmerino, “Galileo's and Gassendi's Solutions to the Rota Aristotelis 
Paradox: A Bridge between Matter and Motion Theories,” in Christoph Lüthy, 
John Murdoch, and William Newman eds.,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Corpuscular Matter Theories (Leiden: Brill, 2001), 381-422; Palmerino, “The 
Geometrization of Motion: Galileo's Triangle of Speed and its Various 
Transformations,” Early Science and Medicine 15 (2010), 410-447; Tiziana 
Bascelli, “Galileo's quanti: Understanding Infinitesimal Magnitudes,” Archive 
for History of Exact Sciences 68:2 (2014), 121-136. 이와는 달리 빛이 기계화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갈릴레오의 물질 이론을 조명하려 한 시도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
다. Susana Gómez, “From a Metaphysical to a Scientific Object: Mechanizing 
Light in Galilean Science,” in Daniel Garber and Sophie Roux eds., The 
Mechanization of Natural Philosophy (Dordrecht: Springer, 2013), 191-215.

93)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의 출판 허가는 1612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었
다.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75n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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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모양 변화를 추적했다. 한편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은 출간 직후 

빠르게 매진되었으며, 갈릴레오의 학설에 반대하는 논고가 잇달아 출판되었

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논고는 익명의 저자가 집필하여 같은 해 8월에 

출간한 『갈릴레오 경의 논설에 관한 고찰』이었다.94) 갈릴레오는 이를 바로 

입수했고, 익명의 저자를 향한 논박을 포함하여 역시 같은 해 8월 중에 『물

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의 증보판을 위한 자료를 인쇄업자에게 송부했다.95) 

갈릴레오가 태양의 자전에 관한 견해를 개진했던 흑점에 관한 두 번째 편지

의 작성을 마친 시기도 8월이었다.

이처럼 갈릴레오는 흑점 및 태양 자전과 물질 이론에 대한 연구를 동시

에, 아니면 적어도 한 작업을 마친 뒤 바로 다른 작업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연이어 진행했다. 이는 두 연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다. 본 절에서는 『흑점에 관한 편지』의 두 번째 편지와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상호 관련 하에 분석함으로써 태양 자전에 관한 논증과 물질 이론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릴레

오는 자신이 고체와 유체가 지닌다고 생각한 특성을 태양과 흑점에 적용함으

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태양이 자전한다는 결론을 내

렸던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갈릴레오는 우주에 고체 천구가 아닌 유체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체우주설의 배경 속에서, 대기가 지구 주위를 휘감고 

있다는 생각을 확장하여 태양에도 증기로 이루어진 대기가 존재한다고 주장

했다. 태양은 단순히 빛나는 에테르 고체구가 아니라 흑점을 머금은 채 태양

구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와 같은 대기를 포함한 물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면 갈릴레오가 태양을 고체의 몸통과 유체의 대기로 개념화했던 이유는 무엇

94) 원제는 『물 표면 위에 떠있거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갈릴레오 경의 논설에 
관한 고찰 ...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익명의 학자가 전개한 반박과 선언』
(Considerazioni sopra il Discorso del Sig. Galileo Galilei intorno alle cose, che 
stanno in sù l’Acqua o che in quella si muovono ... Fatte a Difesa, e 
Dichiarazione dell’opinione d’Aristotile da Accademico Incognito, 1612)이다. 

95)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이 빠르게 매진되어 갈릴레오가 증보판을 준비했다는 사실
과 『갈릴레오 경의 논설에 관한 고찰』에 관한 내용은 Drake, Galileo at Wor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18, 191-19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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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4절에서 살펴본 태양 자전 논증(39-40쪽)에서 바로 이어지는 갈릴레오의 

논의는 이 물음에 관한 답을 제공한다.

이때 모든 흑점의 일반적인 운동과 같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그러

한 운동과는 달리 응집하지 못하여(non coementi) 뒤흔들리고 요란한 수

많은 부수적인 운동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흐르는 물질에서 기원할 수

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운동[즉, 흑점의 일정하고 규칙적인 운

동]은 전체와 부분이 하나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물체

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대기와 비교해보

았을 때 태양의 몸통임이 확실합니다. 몸통의 운동은 접촉을 통해 대기에 

전달되고 다시 대기에 의해 흑점들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접촉을 

통해 흑점으로 바로 전달되면서 흑점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96)

개별적인 흑점에 주목하면, 흑점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속력으로 합쳐지다 

흩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이 변화하고, 어두운 정도가 바뀌는 등 불규

칙한 운동을 드러낸다. 그러나 흑점의 운동을 전반적으로 보면, 흑점들이 대

체로 한쪽 방향으로 일관된 속력을 가지고 운동함을 알 수 있다. 흑점의 운

동은 불규칙적이고 규칙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갈릴레오는 

개별적인 흑점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아니라 모든 흑점에 공통된 규칙적인 움

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공통된 규칙적인 운동은 태양의 대기가 아니라 

몸통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97)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체와 유체의 성질에 대해 갈릴레오가 지닌 견해이

다. 대기를 구성하는 유체와 같은 물질은 부분들이 서로 “응집”하지 못하여 

스스로는 전체와 부분이 동일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반면, 태양의 몸통과 같

은 단단한 고체는 부분들이 서로 “응집”함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릴레오는 고체인 태양 몸통이 접촉을 통해 유체 

96) Galileo and Scheiner, op. cit., 124. (강조는 필자)
97) 흑점의 운동이 불규칙한 운동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갈릴레오의 두 

번째 편지 서두에서도 언급되었다. ibid.,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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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 운동을 전달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릴레오가 흑점 연구를 진행한 당시는 고체와 액체의 정체와, 유

체가 가진 성질에 관한 문제가 널리 합의되지 않았던 때였다. 특히 유체에 

실제로 응집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체가 지닌 응집성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

지와 같은 논제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갈릴레오가 어떤 의도로 위의 

인용문을 작성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물질에 관하여 가졌던 

견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릴레오가 물질론에 천착했던 계기는 피사 대학에 재직하던 1589-1592

년 동안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운동 이론과는 달리 부력 원리를 통해 

새로운 대안적 운동 이론을 정립하려 했던 그의 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울의 평형과 정지한 물위에 떠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을 엄밀한 수학적 증

명을 통해 논의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 『평면의 평형에 대하여』(De 

centris gravium)와 『물에 떠있는 물체에 대하여』(De insidentibus 

aquae)가 16세기 중반에 라틴어 번역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어 이용할 수 있

게 되면서, 수학자들은 아르키메데스의 정역학과 유체정역학을 더욱 정교하

게 발전시키거나 물체의 운동을 탐구하는 자연철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98) 

예를 들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학 교수 니콜로 타르탈리아(Niccolò 
Tartaglia)는 물 위에 떠있거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물체는 잠긴 부

분과 똑같은 부피의 물이 가진 무게, 즉 물체에 대한 물의 상대적인 무게

(gravitas in specie)만큼 물의 표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아르키메데스

98)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수학 교사로 활동했던 니콜로 타르탈리아(Niccolò Tartaglia)
가 아르키메데스의 두 저작을 출간하고 연달아 이탈리아 우르비노의 수학자 페데리코 
코만디노(Federico Commandino)가 그의 제자 귀도발도 델 몬테(Guidobaldo del 
Monte)와 함께 개정판을 출판한 뒤, 그들 자신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파르마 공작의 궁
정 수학자 조반니 베네데티(Giovanni Battista Benedetti)와 네덜란드의 수학자 시몬 
스테빈과 같은 일군의 수학자가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적 기법을 모범 삼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 시도했다. 피터 디어, 앞의 책 (각주 17), 87-94; Domenico Bertoloni 
Meli, “Mechanics,” in Katharine Park and Lorraine Daston,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32-640. 
한편 월터 레어드는 아르키메데스가 실용성을 중시했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처음에
는 엄밀한 증명을 통해 정역학과 유체정역학의 원리를 수립하는 수학자로서보다는 실용
적인 기계를 제작하는 발명가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Walter Laird, 
“Archimedes Among the Humanists,” Isis 82:4 (1991), 6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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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력 원리를 수용했고, 이를 운동학에 적용하여 물속에서 운동하는 물체

의 속력이 물과 물체가 가진 상대적인 무게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고 주

장했다.99) 하지만 둘 사이에 그 이상으로 정확히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명시하지 않은 타르탈리아와 달리, 이탈리아 파르마 공작의 궁정 수학자 조

반니 바티스타 베네데티(Giovanni Battista Benedetti)는 상대적인 무게의 

차이와 속력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언했다.100) 이처럼 16세기 

중반에 활동한 일부 수학자는 아르키메데스의 유체정역학을 적극적으로 수용

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지한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역학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운동 이론을 정립하는 데까지 확장하려 시도했다.101)

갈릴레오가 피사 대학 재직 중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이론과는 다른 새로

운 운동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던 시도 또한 타르탈리아와 베네데티와 같은 

수학자들이 수행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갈릴레오가 1590년 즈음에 

집필한 미출판 원고 『운동에 대한 더 오래된 원고』(De motu antiquiora)에 

따르면, 물체가 운동하는 속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공간에 가득 찬 매질이 응축된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은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물체와 물 사이의 상대적인 무게(gravitas in 

specie) 차이에 비례하여 물체의 속력이 결정된다.102) 여기에서 갈릴레오가 

99) Bertoloni Meli, Thinking with Objects: The Transformation of Mechanics in 
the Seventeenth Centu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42-43. 타르탈리아가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과, 물과 물체가 지닌 상대적인 무게
의 차이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구절은 Marshall Clagett, Archimedes in the Middle 
Ages, Vol. 3: part 3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78), 
573-5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 Bertoloni Meli, Thinking with Objects (cit. n. 99), 45-50.
101) 물론 모든 수학자가 저울의 평형 상태, 그리고 물속 평형 상태를 다루는 아르키메데

스의 정역학과 유체정역학을 물체의 운동을 탐구하는 이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동의
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의 후원자이자 그와 함께 기계학을 연구하기도 
했던 귀도발도 델 몬테에 따르면, 물체의 평형은 조건만 똑같다면 늘 동일한 상태로 구
현되므로 엄밀한 수학적 증명을 사용하여 논의할 수 있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예측불허로 변화함으로써 수학적 기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며 그러한 시도를 거부했다. Bertoloni Meli, “Mechanics” (cit. n. 98), 639을 참고
할 것. 시몬 스테빈 또한 델 몬테와 유사한 이유로 수학은 운동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기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Bertoloni Meli, Thinking with 
Objects, 61-63.

102) 『운동에 대한 더 오래된 원고』에서 전개된 갈릴레오의 운동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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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론에 천착한 계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점은 갈릴레오의 운동 이론 

자체보다는, 그가 메디치가의 “철학자 겸 수학자”가 되기 전 이미 아르키메

데스의 부력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살펴보겠지만, 갈릴

레오는 메디치가의 “철학자 겸 수학자”가 된 직후 물질이 가진 ‘차가움’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논쟁에

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과 견해가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부력의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피사 대학에서 새로운 운동 이론을 모색

하는 시기에 이미 수용했던 대로 아르키메데스를 따라 부력의 원인이 물과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무게 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

에서 고체와 유체에 대한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다. 요컨대 갈릴레오는 아리

스토텔레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 참여하기 전 이미 『운동에 대한 더 오래된 

원고』에서 부력의 원리를 기초 삼아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을 논박했던 것

을 계기로 물질론에 천착하기 시작했던 셈이다.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 사이의 논쟁은 그가 흑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기 약 1년 전에 일어났다. 1611년 7월, 갈릴레오는 

절친 필리포 살비아티(Filippo Salviati)의 저택에서 물질의 응축 현상의 본

질을 논제로 피사 대학 교수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빈첸초 디 그라치아

(Vincenzo di Grazia) 및 조르조 코레시오(Giorgio Coresio)와 함께 토론

했다.103)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체계에서 축축함, 

건조함, 뜨거움과 함께 네 가지 기본 속성에 속하는 차가움이 응축의 원인이

며, 물에서 만들어지는 얼음이 그러한 차가움으로 인한 응축의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얼음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보다 상대적인 

무게가 더 작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말해 그가 이미 수용하

연구를 참고하라. Peter Damerow, Gideon Freudenthal, Peter McLaughlin, and 
Jürgen Renn, Exploring the Limits of Preclassical Mechanics: A Study of 
Conceptual Development in Early Modern Science (New York: Springer, 2004), 
141-158; Bertoloni Meli, Thinking with Objects, 50-60.

103) “저[즉, 갈릴레오]는 지난 [1611년] 여름 학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토론에
서 [물질의] 응축은 차가움의 속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얼음이 그러한 예로 제시되었습니
다.”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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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아르키메데스의 부력 원리를 근거로, 얼음은 물이 응축된 것이 아니

라 희박해짐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릴레오에게 있어서 차가

움은 응축이 아니라 희박화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네 가지 기본 속성의 

고유한 기능을 기초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자연철학 체계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갈릴레오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얼음이 물 위에 뜬

다는 관찰이었기 때문에, 토론은 곧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원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갈릴레오의 논적들은 얼음이 물과의 상대적인 무게 차이 때문이 

아니라 모양 때문에 물에 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반박했다. 얼음의 모

양은 다른 물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얇기 때문에 얼음은 물

을 뚫고 가라앉을 만큼 물의 저항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갈

릴레오의 입장은 물에는 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강하게 결집하도록 하

는 “응집성(coerenza)”이 없으므로 다른 물체의 침투로 인한 분할을 막는 저

항이 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음이 물 표면에 뜨는 원인은 여전히 아

르키메데스가 제시했듯 상대적인 무게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104) 

갈릴레오는 1611년 겨울 동안, 논쟁의 주요 논제에 대한 자신의 학설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을 집필했고, 이를 1612년 5월 말에 『물속의 물체에 대

한 논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105)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와의 토론과 마

찬가지로 책의 주요 내용은 물체의 부유나 침강의 원인이 물체의 모양이 아

104) William Shea, Galileo's Intellectual Revolution, 14-15; Galileo, Discourse on 
Bodies in Water, trans. by Thomas Salusbury, intro, and notes by Drake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2005), IV-XXII;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xv-xxix; Biagioli, Galileo, Courtier, 170-183.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
레스주의자의 토론은 1611년 9월 또는 10월 경 추기경 마페오 바르베리니(Maffeo 
Barberini), 페르디난도 곤차가(Ferdinando Gonzaga), 그리고 피사 대학의 신임 철학 
교수 플라미니오 파파초니(Flaminio Papazzoni)라는 새로운 참여자와 함께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2세의 만찬에서 개최된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 토론회에 관한 정보 또한 
위의 문헌들을 참고할 것.

105) 메디치가 궁정 토론회 개최 이후 갈릴레오가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출간하기
까지의 과정은 다음 글에 서술되어 있다. Drake, “The Dispute Over Bodies in 
Water,” in Galileo Studies: Personality, Tradition, and Revolu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0), 159-176.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은 1611
년 12월이면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다. Biagioli, Galileo, Courtier, 183n83. 갈릴레오
가 직접 내용을 추가한 두 번째 판본은 1612년 말에 출간되었다. 책의 출간 과정에 대
해서는 Biagioli, Galileo's Instruments of Credit, 175, 175n9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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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매질과 물체가 가진 상대적인 무게의 차이이며, 물은 물체에 어떠한 저

항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서 태양의 자전에 대한 논증과 관련하여 살

펴볼 내용은 물을 포함한 유체는 “응집성”을 가지지 않으며 유체와 고체 사

이에는 일종의 “친화성(affinità)”이 존재한다는 갈릴레오의 주장이다. 그는 

살비아티 저택에서 논쟁이 촉발되고 며칠 뒤 그를 반박하기 위해 피렌체 출

신 철학자 루도비코 델레 콜롬베(Ludovico delle Colombe)가 제시한 실험

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델레 콜롬브는 물보다 상

대적인 무게가 더 큰 물질인 흑단(ebony)이 구 모양일 때에는 물속으로 가

라앉지만 얇게 폈을 때에는 표면 위에 떠있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고 진술했고, 이를 통해 부유와 침강의 원인이 상대적인 무게 차이가 아니라 

물체의 모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갈릴레오를 논박했다. 갈릴레오의 기존 논

적들은 델레 콜롬브의 실험이 물체가 납작하고 넓은 모양 때문에 물에 의해 

저항을 크게 받음으로써 물 위에 떠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

거라고 생각했다. 갈릴레오는 델레 콜롬브의 실험으로 무장한 논적들에 맞서

기 위해 물에는 부분들 사이에 “응집성”이 없으므로 침투하는 물체에 대한 

저항이 존재할 수 없으며, 흑단 조각이 물의 표면에 떠있는 이유는 물의 저

항이 아니라 공기와 흑단 사이의 “친화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106) 먼

저, 그는 다음과 같이 물의 응집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제 나는 물을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이 분할과 분열, 그리

고 분리에 대항하고 저항하도록 하는 점착성(tenacità, tenacity)이 내가 

전개하는 논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분할에 대

한 그러한 응집성(coerenza, coherence)과 반감(repugnanza, 

repugnance)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집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물 위쪽 표면에 가까운 곳 못지않게 물의 내부에

서도 존재해야 하므로 똑같은 조각[즉, 얇게 핀 흑단 조각]이 항상 같은 정

106) 델레 콜롬베와 갈릴레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진행 양상은 Biagioli, Galileo, Courtier, 
170-183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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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저항과 완강함에 마주쳐 표면뿐만 아니라 물의 중간 부분에서도 정지

해야 되기 때문이다. [얇은 흑단 조각은 물의 표면과는 달리 물속에서 가라

앉으므로] 이는 거짓이다. 게다가 물체가 어떠한 물질, 모양, 크기를 가지

든, 물속에서 물의 부분들 간의 결합으로 인해 방해받음으로써 운동의 원

인에 따라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없게 정지된 물체를 발견하기란 [비

록 정교한 실험을 통해 거의 평형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어떤 저항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즉, 저항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가 매일 흙탕물에

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경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음료수 

잔 속에서 흙탕물은 만들어진 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유백색으로 변하고, 

마침내 4일 또는 6일 뒤 모든 흙이 가라앉아 맑고 투명해진다. “침투에 대

한 [물의] 저항”은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흙의 입자(atomi, atoms)가 매우 

미세한 힘과 함께 6일 동안 1 피트를 이동하여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없

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물이 [수직 방향과] 유사하게 가로 방향

의 분할에 쉽게 길을 내주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으로부터 같은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큼지막한 덩어리의 물체를 

정지시킨 채 잔잔한 물속에 넣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저항도 느끼지 않고 

털 한 올로도 그 물체를 이곳저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107)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릴레오의 논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

은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물이 그 부분들 간의 응집성 때

문에 물속의 물체, 또는 표면으로부터 물을 분할하며 들어오려는 물체에 저

항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갈릴레오는 물에는 “응집성”, 또는 “점착성”

이나 침투에 대한 “반감”이 없다고 주장했다.108) 만약 물이 응집성을 가진다

면 물속의 위치와 상관없이 응집성을 지녀야 하고, 그렇다면 침투한 물체가 

물의 표면은 물론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응집성에 의해 생긴 저항 때문

에 가라앉지 못하고 정지해야 하지만 직접 실험을 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

107)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111-115. (강조는 필자)
108) 응집성을 주제로 갈릴레오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과 주고받은 논박에 관해서

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Palmerino, “Galileo’s and Gassendi’s Solutions to the 
Rota Aristotelis Paradox” (cit. n. 92), 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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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물속에서 완벽히 정지한 물체를 발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흙의 입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만약 물

에 저항이 있다면 그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없어 보이지만 흙탕물도 시간이 

충분히 흐를 경우 흙이 모두 가라앉아 투명해진다는 점, 더 나아가 털 한 올

만으로도 물속의 물체를 이곳저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에는 응집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갈릴레오는 주장했다.

다시 흑점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갈릴레오는 흑점의 운동이 태양 대기

로부터 기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물과 같은 유체에는 “응집

성”이 있지 않다는 자신의 명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109) 갈릴레오는 

흑점의 규칙적인 운동이 “응집하지 못하여 뒤흔들리고 요란한 수많은 부수적

인 운동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흐르는 물질”로부터 생길 수는 없고, 오

히려 응집성을 지닌 “단단하고 견고한 물체”로부터 생길 수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이 고수한 견해처럼 물체의 운

동을 막을 정도의 응집성이 유체에 존재한다면, 유체는 어느 정도 스스로 

“전체와 부분이 하나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흑점의 일반

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고체인 태양의 몸통뿐만 아니라 유체로 이루어진 대

기로부터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태양의 몸

109) 갈릴레오가 물과 다른 종류의 유체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고 간주하지는 않았을까?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는 그가 물의 성질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다른 종류의 유
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까지의 논의를 통해 … 다양한 매질 속에서, 특히 물속에서 서로 다른 고체들이 정지하
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도록 하는 참되고 고유하며 타당한 원인을 탐구하는 길이 충
분히 서술되어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선, 나는 첫 번째 요소[즉, 분할에 대한 매질의 저항]가 절대로 참된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래에서 증명할 것처럼, 공기, 물, 그리고 그 밖의 습
기 있는 것들과 같은 유체 매질에는 어떠한 저항도 있지 않으며 그러한 유체 매질은 굉
장히 작은 힘으로도 분할되고 관통되기 때문이다.”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59, 70. 흑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보다 나중에 서술된 것일 수도 있지만, 
1612년 말에 출간된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의 두 번째 판본에 추가된 내용에서도 
갈릴레오가 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오히려 우리가 물과 그 밖의 유체들에 대해 더욱 깊게 고찰하려 할 때에는, 아마
도 그것들이 분할에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속에 분할되어야 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과 유체의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같은 책, 116-117쪽에서 인용. (강조는 모두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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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정지해있고 대기의 운동에 의해 흑점이 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

게 된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과 함께 했던 토론

회와 1612년 봄에 출간했던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서 자신이 물에는 

응집성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믿었다. 이를 통해 그는 흑점에 관한 

두 번째 편지에서 흑점의 운동이 결코 대기로부터 올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태양의 몸통이 어떻게 대기에 운동을 전달한다는 것일까? 갈릴

레오는 태양의 자전이 대기로 전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 아리스토텔

레스의 철학체계에서 충분히 문제로 받아들여질 만한 진술로 생각된다. 아리

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기 위해서는 후

자의 물체가 접촉을 통해 전자의 물체를 직접 밀어내거나, 후자의 물체가 운

동함으로써 생기는 진공을 제거하기 위해 전자의 물체가 그 빈 공간을 채우

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과 대기의 운동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을 뿐 대기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기에 운동을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태

양이 자전함으로써 진공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진공을 메우기 위해 대

기가 움직이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양이 자전을 통해 대기로 

운동을 전달한다는 갈릴레오의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 속에서 받

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태양 자전 논증의 일부인 다

음과 같은 갈릴레오의 진술은 그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이 

태양과 대기 사이에 운동이 전달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라

고 생각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흑점의 회전이 태양이 아니라 

대기에 존재하는 운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틀림없이 같은 대기가 접촉을 통해 똑같은 운동을 태양의 

몸통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110)

110) Galileo and Scheiner, op. ci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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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의 반박

에 대한 갈릴레오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이 자전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태양이 아니라 대기에 의해 흑점이 움직인다고 그들이 주장한

다면, 만약 그렇다고 해도 태양은 대기의 운동에 의해 자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상의 논적이 대기의 운동이 태양으로 전달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갈릴레오가 태양과 대기의 운동과 같은 회전 운동의 경우 둘 사이에 운동이 

전달된다는 설명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이라 생각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갈릴레오는 이러한 회전 운

동의 경우에도 두 물체 사이에 운동이 전달된다고 여겼고, 이에 기초하여 태

양이 자전을 통해 대기와 흑점을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어떻게 회전 운동을 통해 두 물체가 운동을 주고받

는다는 견해를 지닐 수 있었을까? 그러한 견해 또한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서 전개된 고체와 유체에 대한 갈릴레오 자신의 학설, 특히 그가 흑

단 조각이 물의 표면에 떠있는 이유로 제시했던 고체와 유체 사이에 존재하

는 “친화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갈릴레오는 흑단 조각이 젖지 

않은 채 물 위에 살짝 놓일 때에는 떠있지만, 소량의 물에 의해서라도 젖는

다면 바로 가라앉는 현상에 주목했다.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모양을 가지든 물체는 젖었을 때 물속에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만약 같은 모양을 한 물체에서 어떤 작은 부

분이 젖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부유 또는 침강의 원인은 모양과 크기가 아니라 완전히 젖었는지의 여

부이다.111)

111) Biagioli, Galileo, Courtier, 173에서 재인용. 이 구절들은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
설』 집필에 착수하기 전에 갈릴레오가 작성한 열다섯 쪽 분량의 소논문에 수록된 것이
다. 갈릴레오와 델레 콜롬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분위기가 격해지자 대공 코시모 2
세는 갈릴레오에게 언쟁을 삼가고 논고 집필을 통해 지면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명했
고, 갈릴레오는 명을 받들어 1611년 9월 약 한 달 동안 소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결
국 갈릴레오는 논문을 출간하지 않았고, 대신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새롭게 집
필하여 출판했다. 그의 소논문과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은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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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전한 습윤 여부를 흑단 조각이 표면에 떠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지

목했던 갈릴레오는 이어서 흑단 조각이 단순히 표면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

니라 표면을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가도록 만든 채 떠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림 10 물 표면에 떠있는 흑단 조각. 갈릴레오는 흑단 조각 

AI-OI 위에 있는 공기가 조각을 끌어당겨 결합함으로써 조각

의 상대적인 무게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출처: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95]

잠시 동안, 내가 설명한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을 보자

[그림 9]. 물의 표면은 선분 FL과 DB를 따라 연장되어 있다. 만약 그 위에 

물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의 조각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살며시 

올려놓으면, 조각은 절대로 표면 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두께 전부가 물속

으로 움푹 들어갈 것이며, 심지어 그보다 더 깊게 하강할 것이다. 이 현상

은 조각 AI-OI처럼 관찰된다. 조각의 두께 전부가 물 아래로 하강해 있고, 

물의 작은 굴곡 LA와 DO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물의 표면이 눈에 

띌 정도로 조각의 표면 위에 머문 채 말이다.112)

는 완전히 다른 글이지만 물체의 완전한 습윤 여부가 부유와 침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
다는 점은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습윤에 대한 갈릴레오의 입장이 가장 명확히 드러
나는 구절이라 생각되어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 대신 소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의 동일한 견해는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99-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릴레오가 작성했던 소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Galileo, Discourse on Bodies in Water (cit. n. 104), XIII-XXI을 참고. 한편 코시
모의 힐책에서 드러나는 궁정문화와 과학의 실행 사이의 관계는 Biagioli, Galileo, 
Courtier, 178-18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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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습윤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물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흑단 조각

이 물의 표면에 위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그 원인과, 흑단 

조각이 물의 표면을 눌러 오목하게 만드는 현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갈릴레오에 따르면, 흑단 조각이 완전히 젖었는지 여부는 공기가 조

각의 표면과 접촉하는지 여부로 귀결되고, 이것이 바로 조각이 물속으로 빠

지지 않는 원인이 된다. 공기와 조각의 표면 사이에는 어떠한 “친화성”이 존

재하므로 조각은 물의 표면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그 위쪽의 공기를 끌어당

겨 함께 이동하며, 결과적으로 물의 굴곡으로 둘러싸인 채 표면 위에 떠있는 

물체는 단순히 흑단이 아니라 물보다 상대적인 무게가 더 작은 “흑단-공기의 

합성물”이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 바

로 갈릴레오의 설명이다.113)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

난다.

흑단 조각이 계속 하강하지 않고 그것의 무게로 물속에 만들어내는 작은 

구멍 안에서 붙들린 채 정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

다. [흑단 조각을 물 표면에 살며시 올려놓는 상황을 가정하면] 조각은 위

쪽 표면이 물의 표면과 일치할 때까지 점차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적

인] 무게의 일부를 잃고, 물이 조각을 둘러싸는 굴곡과 언덕을 만드는 동안 

조각이 더욱 깊게 하강하고 물의 표면을 넘어서까지 내려가면서 남은 무게

를 계속해서 잃기 때문이다. 조각은 달라붙는 접촉(contatto aderente, 

adherent contact)을 통해 그것의 위쪽에 위치한 공기를 끌어내리고 함께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무게를 잃게 되고, 공기는 [조각을] 따라 들어가 물의 

작은 굴곡으로 둘러싸인 구멍을 채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하강하여 물속

에 위치한 것은 단순히 금 박편이나 흑단 조각이 아니라, 흑단(또는 금)-공

기의 합성물이며, 이로부터 [물의 표면에 위치하는] 덩어리(solido)는 더 이

상 원래 흑단 또는 금처럼 물보다 무겁지 않게 된다.114) 

112) Drake, Cause, Experiment, and Science, 95.
113) Ibid., 97.
114) Ibid., 96-97.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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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갈릴레오는 흑단 조각과 공기가 “달라붙는 접촉”을 통해 결합하고, 

그럼으로써 물보다 상대적인 무게가 작아 물 위에 뜰 수 있는 “흑단-공기”라

는 새로운 덩어리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흑단 조각이 가라앉지 않는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흑단과 공기가 서로 달라붙는다고 상정했던 것이다. 

이때 갈릴레오는 “친화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두 물체가 둘 사이

에 존재하는 “친화성”에 의해 이끌린다는 식으로 그러한 결합을 설명하였다. 

우선 그는 다음과 같이 컵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그러한 친화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만약 [상대적인 무게가 물보다 크지만 표면에 떠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물체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그것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약간

의 공기를 보내 물체의 윗부분과 결합시킴으로써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끌어올려 원래 있던 곳, 즉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기의 도움이 

존재하는 한 정지한 상태로 머물던 물의 표면으로 충분히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한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나는 밀랍 공을 만

들었고, 약간의 납을 추가하여 바닥으로 느리게 가라앉을 정도로 충분히 

무겁게 만들었으며, 또한 표면을 매끄럽고 흠이 없도록 다듬었다. 그 공은 

매우 천천히 물에 넣었을 때 위쪽 부분이 [물의 표면 위로] 약간 돌출된 채 

거의 완전히 잠겨 있으며, 그 위쪽 부분은 공기와 결합된다면 공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공을 물로 적셔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면, 공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그곳에 머물 것이다. 이제 공을 물 표면까지 

다시 이동시켜 이전에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똑같은 공기로 공을 표면 근

처에서 정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컵을 입구가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들

어 물속에 집어넣고, 컵으로 그 속에 담긴 공기를 운반하여 공으로 이동시

킨다. 투명한 컵을 통해 컵 속에 담긴 공기가 공의 위쪽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컵을 내리눌러 보라. 그리고 컵을 다시 위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라. 그럼 공이 떠오르는 현상을 목격할 것이고, 만약 물이 휘저어

지거나 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주의깊게 컵을 물로부터 떼어낸다면 

공은 다시 물 표면에서 멈추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와 다른 물체들 

사이에는 … 어떤 친화성(affinità, affinity)이 존재한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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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공기와, 흑단 및 밀랍과 같은 물체 사이의 친화성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믿은 갈릴레오는 그러한 성질을 물과 그 밖의 유체

까지 확장하려 시도했다. 

그러므로 공기와 다른 물체 사이에는 그것들을 결합하여 약간의 힘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친화성(affinità, affinity)이 존재한다. 같은 현

상이 마찬가지로 물에서도 발견된다. 만약 물체가 완전히 젖도록 물속에 

담근 뒤 다시 천천히 바깥으로 꺼낸다면, 우리는 물이 물체로부터 떨어지

기 전까지 물체를 따라 표면 위로 꽤 멀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고체인 물체들도, 만약 매우 정확히 들어맞을 정도로 표면이 굉장

히 유사하고, 그것들 사이에 공기가 남아있어 분리되어 떨어짐으로써 주위

의 매질(ambiente)이 [고체들 사이의] 공간을 채울 때까지 [그 공간을] 열

어 두지는 않는다면,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여 큰 힘을 주지 않고는 떼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 물, 그리고 그 밖의 유체들은 고체와 접촉하

는 방식에 맞추어 매우 쉽게 모양을 변형함으로써, 유체와 고체 사이에 아

무 것도 남기지 않고 유체의 표면이 고체의 표면에 정교하게 들어맞기 때

문에, 그러한 결합(copula, coupling)과 점착(aderenza, adhesion)의 효

과는 좀처럼 알맞게 합쳐지지 않는 고체들보다는 바로 유체에서 가장 자

주,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된다.116)

이처럼 갈릴레오에 따르면, 유체의 응집성에 대한 앞선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기 또는 물과 같은 유체의 부분들 사이에는 응집성이 존재하지 않

는 반면, 고체와 유체 사이에는 친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은 서로 어느 

정도 결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갈릴레오가 

“[태양] 몸통의 운동은 접촉을 통해 대기에 전달”되거나 “접촉을 통해 흑점들

로 바로 전달”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15) Ibid., 104-105. (강조는 필자)
116) Ibid., 105.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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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릴레오는 유체우주설이라는 배경 아래 태양을 지구

에 비유함으로써 태양이 흑점을 포함한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이는 유체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렇게 태양이 유체로 감싸여 있다고 간

주함으로써 그는 흑점과 태양 사이의 관계를 유체와 고체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

설』에서 고체와 유체 사이에 친화성이 존재한다고 논의했던 것처럼, 고체인 

태양과 유체인 대기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친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것

이다. 태양을 둘러싼 대기는 “매우 엷고, 유동적이며, 유연한 물질”이라서 고

체인 태양과 “접촉하는 방식에 맞추어 매우 쉽게 모양을 변형”하고, “유체와 

고체 사이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유체의 표면이 고체의 표면에 정교하게 

들어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릴레오는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

에서 개진한 물질론에 기반하여, 태양이 자전한다면 태양과 대기 사이의 친

화성 때문에 대기도 함께 운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던 것으로 보

인다. 

요컨대 갈릴레오는 『흑점에 관한 편지』의 두 번째 편지를 집필할 당시 고

체 천구를 기초로 하는 우주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던 유체우주설의 배

경 아래 지구와의 비유를 통해 태양 주위에 유체로 이루어진 대기를 도입하

여 태양을 유체로 둘러싸인 고체로 새롭게 개념화했고, 편지 집필로부터 약 

1년 전에 탐구하기 시작했던 고체와 유체에 대한 학설을 확장함으로써 태양

을 둘러싼 대기의 운동, 그리고 태양의 몸통과 대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

의를 통해 태양의 자전을 증명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는 갈릴레오가 흑점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관측과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학적

인 논증만으로 태양의 자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갈릴레오는 태양의 자전을 입증하기 위해 흑점의 관측 및 수학 

논증과는 다른, 본 논문에서 살펴본 여러 자연철학적인 요소를 동원해야 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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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갈릴레오의 저작 『흑점에 관한 편지』와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을 분석함으로써 갈릴레오가 어떻게 태양의 자전을 증명하려 했는

지 살펴보았다. 갈릴레오가 흑점 관측과 이에 기초한 흑점의 위치에 관한 수

학적인 논증만으로 태양 자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 기존 연구와는 달

리, 실제로 갈릴레오는 관측 자료와 수학 논증만으로는 태양의 자전을 충분

히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본 논문은 갈릴레오가 그 외에 여러 자연철

학적 요소를 추가로 동원했다는 사실과, 그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려 시도했다. 

우선 갈릴레오는 16세기 말부터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

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유체우주설의 배경 아래, 태양을 지구에 비유하여 마

치 구름, 증기, 공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유체의 성질을 가진 “대

기”가 태양을 둘러싸고 있고 바로 흑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태양과 흑점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했다. 유체우주설은 달 위 천상계

가 고체 천구가 아닌 유체 천구로 이루어져있을 가능성을 제공했고, 갈릴레

오는 그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지구와의 비유를 통해 태양 주변에 대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고체와 유체의 구조와 성질 규명을 목적으로 수립

한 자신의 물질 이론을 태양 자전 논증에 적용했다. 흑점과 태양의 대기에 

자신이 탐구했던 유체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흑점의 규칙적인 운동이 태양

의 자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했던 것이다. 우선 갈릴

레오는 『물속의 물체에 대한 논설』에서 유체에는 “응집성”이 없기 때문에 전

체와 부분이 서로 다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체와 유

체 사이에는 일종의 “친화성”이 존재하므로 두 물체는 어느 정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물질론을 적용함으로써 갈릴레오는 유체의 

성질을 지닌 태양의 대기는 물과 마찬가지로 응집성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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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흑점에 규칙적인 운동을 제공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 그에 따르면 그

러한 운동은 전체와 부분의 운동이 일치하는 고체와 같은 물질로부터 기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갈릴레오는 자신이 고체와 유체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친화성 개념을 태양 자전 논증에 적용했다. 태양과 대

기 사이에 친화성이 존재한다면 태양이 회전함과 동시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

는 대기에 운동이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갈릴레오는 유체우주설, 태양과 지구 사이의 비유, 물질 이론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태양 자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갈릴레오가 

태양 자전을 주장하기 위하여 흑점의 관측 자료와 이에 기초한 수학적 논증 

이외에도 여러 자연철학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자들이 갈릴레오가 남긴 사료를 충실히 독해하지 못

했다는 점을 넘어, 갈릴레오가 이룩한 중요한 혁신인 자연철학과 수학의 융

합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 목적

이었다. 기존 연구가 흑점 관측과 수학 논증만으로 갈릴레오가 태양 자전이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았다는 점은 그동안 갈릴레오의 작업에서 수학자

로서의 실천이 주로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과학혁명의 발생에

서 수리과학의 중요성과, 수리과학의 진흥에서 갈릴레오가 담당했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실제 갈릴레오의 실천에서 관측과 수학적 논증 이외의 자연

철학적 요소가 담당한 역할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보여주었듯이, 갈릴레오는 관측과 수학 논증 이외에도 

유체우주설, 태양의 대기, 물질론과 같은 자연철학적 담론을 도입해서야 태

양이 자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갈릴레오의 태양 자전 논증 

속에서 수리과학과 자연철학이라는 두 분과 사이에 존재했던 엄격한 경계선

이 흐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태양의 자전이라는 결론은 갈릴레오가 두 

분과 사이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관측 및 수학적 논증이라는 수리과학적 요소

와 우주설 및 물질 이론과 같은 자연철학적 요소를 엮어 만들어냈던 혼종적 

분과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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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lileo's Study on Sunspots and 

His Argument on the Solar Rotation

Jo Janghyu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Galileo Galilei(1564-1642), a mathematician, 
astronomer, and philosopher from Florence, Italy, proved the rotation 
of the Sun. In particular, by analyzing his works Letters on the 

Sunspots and Discourse on Bodies in Water, this paper reveals that 
Galileo could reach his conclusion by introducing extra elements of the 
natural philosophy in addition to the elements of the mixed 

mathematical science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suggested that 
Galileo reached his conclusion of solar rotation only with observations 

of sunspots and mathematical reasoning on the location of sunspots.
First of all,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luid-heaven view which had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Aristotle-Ptolemy's universe system 

since the end of the 16th century, Galileo compared the Sun to the 
Earth and argued that the fluid-like “atmosphere” including sunspots 

surrounded the Sun. Furthermore, by applying his materi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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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d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solids and fluids, Galileo reasoned that 

because there is no "coherence" in the fluid, the regular motion of 
sunspots inevitably comes from the rotation of the Sun, and because 

there is "affinity" between the Sun and the atmosphere, the Sun's 
motion is transmitted to the atmosphere. Out of this reasoning, Galileo 
drew his conclusion of solar rotation. As such,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o claim the solar rotation, Galileo 
introduced elements of the natural philosophy, such as fluid-heaven 

view, the atmosphere of the Sun, and material theory, in addition to 
observations of sunspots and mathematical reasoning based on them.

Furthermore, beyond showing that previous researchers have not 

faithfully read Galileo's historical record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at the hybrid of natural philosophy and mathematics, an important 
innovation that Galileo has made, has not been fully appreciated. The 

fact that previous research suggested that Galileo reached the 
conclusion of the solar rotation only with observation of sunspots and 

mathematical reasoning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fact that among 
Galileo’s various works, scholars have emphasized Galileo’s practice 
as a mathematician by studying Galileo in relation to the so-called the 

Scientific Revolution, a period when the importance of the mixed 
mathematical science was increasing. As this paper shows, however, 
Galileo was able to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Sun rotates by 

introducing natural philosophical discourse besides observation and 
mathematical reasoning. This means that in Galileo’s argument for 

solar rotation, the strict boundaries that had existed between the two 
disciplines of the mixed mathematical science and natural philosophy 
were starting to blur. The conclusion of the solar rotation was the 

product of a hybrid discipline, in which Galileo crisscrossed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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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disciplines, combining elements of the mixed mathematical 
sciences such as mathematical reasoning with elements of the natural 

philosophy such as cosmology and material theory.

keywords : Galileo Galilei, Solar rotation, Sunspot, The Scientific 
Revolution, History of astronomy, Natural philosophy 
Student Number : 2018-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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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정의 다른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두갑 선생님

께서 과학사통론 수업에서 제공하신 꼼꼼하고 날카로운 페이퍼 첨삭은 연구

에 필요한 글쓰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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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업은 과학사와 과학사회학에 치중한 저에게 과

학정책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천현득 선생님의 과학

철학 수업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가진 과학학 지식의 맹점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동욱 선생님께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제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깊은 논평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협동과정 대학원생 동료 분들의 존재는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선 같은 연구실 동료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 집필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묵묵하

게 올곧은 태도로 연구를 진행해 모범이 되었던 고원태 선배, 무엇보다 과제

를 반드시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조언으로 바람직

한 대학원 생활로 이끌어주고 논문의 영문 제목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던 김주희 선배, 연구에 어려움이 없는지 늘 먼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고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값진 도움을 주었던 김성화 선배, 함

께 대학원 생활에 관한 고민을 나누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인 선배, 깊

은 새벽 함께 과제를 하며 대학원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느끼게 해준 김가환 후배. 여러분 모두 지금도 저에게 귀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 여러분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논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콜로퀴엄마다 날카롭고 참신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늘 

귀감이 되었던 유상운 선배, 항상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유익한 논평을 제공

해주었으며 발표할 때마다 언변으로 감탄하게 했던 원주영 선배, 일 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며 고민을 나누고 범상치 않은 생각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던 황록연, 여러 주제에 박학하고 방방곡곡 직접 몸을 움직여 지식을 

쌓는 모습으로 저에게 모범이 되었던 김하정, 지식의 양과 깊이를 겸비함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양식과 연구 태도에 그토록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려준 최석현, 과학철학을 향한 진지한 태도로 저 자신을 되돌아

보게 했던 강규태, 학기 초에 수많은 과제의 압박으로 힘들어 할 때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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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격려로 기운을 북돋워 주었던 김범용 선배.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배상희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영어 때문에 곤란에 부딪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이 논문의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에도 그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또 황교련 선배는 첫 학기에 존 하일브론의 갈릴레오 전기를 선물

로 줌으로써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논문의 곳곳에서 그가 준 도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

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더불어 학부 시절 저에게 협동과정을 소개하고 추천해주신 고인석 선생님

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과학학이라는 새로운 세계

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진로상담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

신 김민아, 이창욱(김방통), 이영주 선배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저를 페미니즘이라

는 ‘현실’과 ‘이상’으로 이끌어주신 백가을 선배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후원하겠습니다. 논문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입사 전 충분한 시간을 허

락해주신 북하우스 퍼블리셔스의 김정순 사장님, 허영수 국장님, 장준오 팀

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논문을 마

무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진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셨을 법한데 늘 저를 믿고 지원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

니다. 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종 전해주었던 응원의 말에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정작 본묘는 알지 못하겠지만 쿠키와 크림에게도 고맙

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큰 힘이 되어주었던 오채원에게 진

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

께 보내며 저를 응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논문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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