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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말 미국 스미스소니언의 협회장이자 천체물리학

자, 항공학 개척자였던 새뮤얼 P. 랭글리(1834-1906)의 항공학을 19

세기 비행 이론 발전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한다. 랭글리의 항공역

학 저작인 『항공역학 실험들』(1891), 「바람의 내적 작용」

(1893)을 그가 참고한 프랜시스 웬햄, 알퐁스 페노 등 19세기 항공

학자들의 비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랭글리의 항공학은 인간처럼 무거운 물체가 새처럼 비행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지배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비행 기계의 개발 가

능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때 랭

글리가 이전의 유럽 항공학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유체역학과

다른 새로운 학문으로서 항공역학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항공역학은 비행기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관해 다루는,

철저히 실험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학문으로 주장되고 있었

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항공역학이라는 학문이 다

른 가능성을 갖고 잉태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또한 에어로드롬 연구에 있어 과학적 측면을 강조했

던 랭글리의 ‘에어로드롬학’을 중심으로 그의 에어로드롬 개발 과

정을 살핀다. 그리고 랭글리가 경험주의적 방법론의 강조로 인해

공학자적인 인식론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실패 요인 중 하나였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 실패

에도 불구하고 랭글리의 과학과 에어로드롬이 미국 항공학자 사회

에서 지녔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랭글리 항공학

의 과학적, 기술적 탁월함보다는 그것이 가졌던 비행기에 대한 낙

관적 전망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랭글리의 항공역학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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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로 언급되는 ‘랭글리 법칙’은 당시에는 유망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비행기라는 기술의 개발 가능성을 증명하는 원리로서 제안

되었으며, 랭글리의 무인 비행기인 에어로드롬 No. 5~No. 6의 성

공은 그러한 비행의 실현 가능성 증명을 완수하는 의미를 가졌다.

또한 초기 미국 항공학자들 사이에서도 랭글리의 과학은 비행기

개발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써 랭글리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비행기에 대한 전망을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랭글리의 과학은 후대 항공학자들이 그레이트 에

어로드롬의 비행 능력을 주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새뮤얼 P. 랭글리, 항공학, 항공역학, 에어로드롬, 랭글리 법

칙, 경험주의

학 번 : 2019-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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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03년 12월 8일, 미국의 한 항공학 개척자가 개발한 비행기가 워싱턴의

포토막 강(Potomac River)에 떠 있는 집배(houseboat) 위에서 막 발사되

려 하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회장이자 천문학자였던 새뮤얼 P. 랭글리(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Great Aerodrome 또는

Aerodrome A)으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조종은 랭글리의 조수 찰스 맨리(Charles Manly, 1876-1927)가 맡았으

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은 조종이 거의 불가한 비행기였으므로 맨리는

그저 탑승해 있기만 한 것에 가까웠다. 강가에는 랭글리의 도전을 지켜

보기 위해 몰려든 구경꾼과 기자들이 비행기가 발사되기를 기다리고 있

었다. 이날 날씨는 바람 한 점 없이 화창했다. 하지만 강물이 아주 차가

웠고, 비행이 성공한다 해도 착륙지는 수면 위였기 때문에 맨리에게는

위험천만한 도전이었다. 오후 4시 45분, 마침내 에어로드롬이 발사되었으

나, 그것은 말 그대로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했다. 어떤 영문인지, 발사

장치에서 추진되는 동안 뒷날개는 반으로 접히고 비행기는 두 동강 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망가졌다. 맨리는 비행기와 함께 그대로 강물에

빠져버렸고, 죽을 위협에 처했다가 겨우 수면 위로 헤엄쳐 나왔다. 에어

로드롬은 애초에 안전한 이착륙이 어려운 비행기였으므로 이것은 랭글리

나 맨리에게는 예상된 위험이었다. 하지만 조수 맨리를 무모하게 위험에

처하게 한 일로 랭글리는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17일, 라이트형제가 키티 호크(Kitty Hawk) 해변에서

플라이어 1호(FlyerⅠ)의 비행에 성공했고, 랭글리의 항공기 개발 활동은

종료되었다.1)

1) 랭글리 에어로드롬 사고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S. 
Shulman, Unlocking the Sky: Glenn Hammond Curtiss and the Race to 
Invent the Airplane (New York : Harper Perennial, 2002), Prologue.;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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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체물리학 개척자이자 1887~1904년 스미스소니언 협회장으로

지내며 국립동물원(Smithsonian's National Zoo)과 천체물리관측소

(Smithsonian Astrophysical Observatory) 설립에 힘썼던 랭글리는, 이처

럼 라이트형제와 비슷한 시기에 항공기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과

학자로 자주 그려졌다.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실패 일화는 랭글

리의 사후에 벌어진 유인 비행기 발명의 우선권 논쟁으로 인해 더욱 유

명해졌다. 랭글리와 윌버 라이트(Wilbur Wright, 1867–1912)가 사망하

고 난 이후, 미국에서는 플라이어 1호와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두고 무

엇이 최초의 유인 비행기였는지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2) 스미스소니언

협회를 중심으로 한 학자 사회가 전 스미스소니언 협회장이었던 랭글리

의 에어로드롬이 비행 능력을 가진 최초의 비행기였다고 주장하기 시작

한 것이었다. 1903년 조사 결과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실패 원인은 발

사 장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일군의 항공학자들과 스미

스소니언 과학자들은 랭글리가 그 발사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륙시켰다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

다. 랭글리가 항공학 연구를 마무리하고 나서 약 10년 동안 스미스소니

언의 작업장에 갇혀 있었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은 1910년대 미국 항공

산업의 개척자 글렌 커티스(Glenn Curtiss, 1978-1930)에 의해 다시 세상

의 빛을 보게 된다. 커티스는 1914년 라이트형제와의 항공기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 소송이 진행되던 중, 뉴욕의 해먼즈포트(Hammondsport)에서

‘복원된’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타고 수차례의 비행에 성공했다.

커티스가 자신의 승소를 위해 에어로드롬을 이용한 것이기도 했지만,

에어로드롬의 우선권을 주장한 사람은 커티스 혼자만이 아니었다. 스미

스소니언을 중심으로 한 미국 항공학자 사회 전체가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첫 비행기’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1914년 에

어로드롬 복원 시험은 랭글리의 조수 맨리와 랭글리에 이어 스미스소니

Crouch, “The Feud Between The Wright Brothers and The Smithsonian,” 
Invention and Technology, Vol. 2(3) (1987), pp. 34-46.

2) 오빌 라이트는 형 윌버 라이트가 특허 분쟁의 극심함 때문에 병이 깊어져서 사망했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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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회장을 맡은 고생물학자 찰스 월콧(Charles Doolittle Walcott, 1850-1

927), 그리고 항공학자 옥타브 샤누트(Octave Chanute, 1832-1910)가 함

께 계획하고 스미스소니언에서 후원한 것이었다.3) 커티스의 비행이 성공

한 직후 스미스소니언은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당시 모습 그

대로 성공적으로 날았다고 발표하였고, 1915년 스미스소니언 보고서에는

랭글리가 첫 번째 유인 비행기를 제작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1918년

에는 복원된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스미스소니언 미국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으로 옮겨졌고 ‘역사상 최초의 자유 비행이 가능한

유인 비행기(The first man-carrying aeroplan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apable of sustained free-flight)’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되었다.

오빌 라이트(Orville Wright, 1871-1948)는 스미스소니언의 행위에 화가

나 플라이어 1호를 미국국립박물관이 아닌 영국으로 보내버렸다.4)

스미스소니언과 오빌 라이트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라이트-스미스소

3) C. G. Abbot, “The Relations Betwee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Wright Brothers,” Smithsonian Miscellaneous Collections, Vol. 81(5) (1928), 
pp. 1-27.

4) Ibid; “Langley Dispute Ends,” The Science News-Letter, Vol. 42(19) (Nov. 7, 
1942), p. 292.

그림 1.1. 글렌 커티스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비행. Unknown 
author, “The Langley Aerodrome, Wright Brothers National 
Memorial, 1903.” U.S. National Pa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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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언 논쟁이라 불리며, 1942년 스미스소니언이 플라이어 1호의 우선권을

인정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5) 논쟁이 진행되는 30년 동

안 기술적인 논쟁들이 오갔다.6) 오빌 라이트는 커티스가 복원한 에어로

드롬이 랭글리의 에어로드롬과는 달랐으므로, 에어로드롬이 최초의 비행

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빌은 원본과 복원본이 어떻게 다른지 상

세하게 분석하여 스미스소니언에 보냈고, 스미스소니언 측에서 변경 사

실을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1928년 스미스소니언 회장을 맡은 찰스 애보

트(Charles Greeley Abbot, 1872-1973)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랭글

리의 에어로드롬 원본과 1914년의 에어로드롬의 차이를 분석하고, 미국

항공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NACA)

의 항공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7) 애보트는 몇 가지 차이점을 인정하

였으나, 그것이 에어로드롬의 비행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NACA 항공학자들에게서도 에어로드롬의 비행 능력을 인정하는 답을

받았다고 썼다.8) 근본적으로 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다.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원본이 비행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러다 결국 1942년 애보트는 라이트형제가 “진정한 개척자”였다고

인정하였고, 오빌 라이트가 지적한 차이점들이 옳다고 수긍하는 보고서

를 발표했다.9) 바뀐 것은 에어로드롬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미국

관료들과 항공학자 사회의 태도일 뿐이었다. 플라이어 1호는 1948년 12

월이 되어서야 미국국립박물관에 안착하게 된다.10)

5) Ibid. 이 논쟁은 라이트-스미스소니언 논쟁(Wright-Smithsonian Fued) 혹은 랭글
리 논쟁(Langley Dispute)이라고도 불렸다. Crouch의 논문은 라이트형제-스미스소
니언 논쟁의 상세한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T. D. Crouch, “The Feud Between 
The Wright Brothers and The Smithsonian.” 

6) C. G. Abbot, “The Relations Betwee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Wright Brothers”; C. G. Abbot, “The 1914 Tests of the Langley 
‘Aerodrome,’” Smithsonian Miscellaneous Collections, Vol. 103(8) (Oct. 24, 
1942), pp. 1-8.

7) 1915년 설립된 NACA는 NASA(1958~)의 전신이다.
8) C. G. Abbot, “The Relations Betwee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Wright Brothers.”
9) C. G. Abbot, “The 1914 Tests of the Langley ‘Aerodrome’”; “Smithsonian 

Gives Credit To Wrights,” The New York Times (Octobor 25, 1942), p. 14.
10) T. D. Crouch, “The Feud Between The Wright Brother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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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항공학의 시대가 열리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랭글리는 이처럼

미국 초기 항공학자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라이트-스미스소니언

논쟁을 살폈던 항공학 역사가 톰 크라우치(Tom D. Crouch)는 스미스소

니언과 NACA의 항공학자들이 왜 그렇게 랭글리 에어로드롬의 우선성

에 집착하였는지에 대해, 월콧 등 스미스소니언 학자들의 랭글리에 대한

우정과 더불어 20세기 초 미국 항공학자들의 랭글리와 라이트형제에 대

한 상반되는 태도를 요인으로 꼽았다.11) 항공학자들은 미국의 항공학을

개척하고 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랭글리에게 존경심을 표했던 반면,

라이트형제의 지나친 상업적 독점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출했던 것이다.

라이트형제는 중요한 특허를 독점하고 있어 다른 항공학자들의 자유로운

비행기 개발을 막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항공학자들의 반감이 컸다.12) 반

면 랭글리는 항공학의 선구자이자 ‘과학적 토대를 놓은’ 인물로서 20세기

초 미국 항공학자 사회에서 오랫동안 추앙받았다. 1909년에는 랭글리의

이름을 딴 랭글리 메달(Langley Medal)이 항공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에게 수여되기 시작했으며, 랭글리의 스미스소니언 작업장도 1915년 3월

NACA의 항공역학 실험실(Langley Laboratory)로 다시 열리게 되었

다.13) NASA 설립 후에도 랭글리 항공역학 실험실은 NASA의 랭글리

연구소(Langley Research Center)로 남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

며, 근처의 항공기 시험장은 랭글리 필드(Langley Field)라고 불린다.

그런데 스미스소니언-라이트 논쟁은 사회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

다. 라이트형제의 특허 독점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1920~1930년대에, 랭글리와 거의 관련이 없는 NACA 항공학자들도 그레

이트 에어로드롬이 비행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즉

초기 미국 항공학자들은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정말로 비행 가능했다고

Smithsonian.”
11) Ibid.
12) Ibid; Seth Shulman, Unlocking the Sky: Glenn Hammond Curtiss and the 

Race to Invent the Airplane, Prologue.
13) NACA 랭글리 연구소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라. J. R. Hansen, 

Engineer in Charge: A History of the Langley Aeronautical Laboratory, 
1917-1958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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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1914년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복원 비행도 그것이 충분히 비

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에어로드롬을 복원하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은 항공학자이자 파일럿이었던 링컨 비치(Lincoln

Beachy, 1887-1915)로, 그는 자신의 조종 실력으로 어떤 비행기든 타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심찬 파일럿이었다. 비치는 “모터가 충분히 강

하기만 하면 당신은 식탁도 날릴 수 있다”라며 에어로드롬도 날 수 있었

을 것이라 주장했다.14) 그는 날개와 충분히 강한 엔진만 있으면 비행이

가능하며, 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 1호가 성공한 이유가 특별히 잘 설계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에어로드롬 복원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소니언-라이트 논쟁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랭글리의 사회적

평판과 그의 에어로드롬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랭

글리는 미국에서 비행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주장하고 일찍

이 비행기 개발에 도전했던 인물로서 항공학자들에게 추대되었다. 특히

랭글리의 항공역학 연구들은 미국의 항공학 연구의 시작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행기의 실용화 전망을 이끌었다. 랭글리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 중 고정익 항공기, 즉 비행기가 가장 유망한 형태의 항공

운송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에어로드롬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비행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것을 그의 항공 과학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랭글

리의 항공학 활동은 그 자체로 비행 기계(flying machine)가 개발 가능

함을 보이고, 더 나은 비행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비행기를 실용화하려는

작업이었다. 고정익 날개와 엔진이 만들어내는 비행 현상에 매료되었던

20세기 초 미국 항공학자들에게는 비행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직접 개발했던 랭글리가 진정한 항공학의 개척자로 여겨

졌던 것이다. 즉 랭글리의 항공 과학은 그 역학적 타당성보다는, 그것이

미국 초기 항공학자들에게 가졌던 의미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

다.

그동안 랭글리의 항공학을 살핀 항공공학 역사가들은 그의 연구에서

14) “To Fly Langley Machine,” The New York Times (Jan. 26, 191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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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점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랭글리의 항공역학

연구 중 가장 잘 알려진 『항공역학 실험들(Experiments in

Aerodynamics)』(1891)(이하 『실험들』)과, 이 논문에서 주장한 항공역

학적 원리인 ‘랭글리 법칙(Langley’s Law)’은 역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항공역학의 역사를 연구한 존 앤더슨

(John D. Anderson)은 랭글리 법칙의 역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것이

“특정 속도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라 분석했는데, 이는 랭글리 법칙

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이 되었다.15) 속도가 커질수록 필요 동력이 줄어

드는 것은 특정 속도 영역까지이며, 그 이후를 넘어가면 다시 필요 동력

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험들』의 가장 주요한 주장인 랭글리 법칙이

오류가 있는 이론으로 밝혀졌기에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미국 항공학자들

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에 비해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미국 항공학의 초기 역사를 정리한 톰 크라우치는 비록 『실험들』이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랭글리가 수행한 실험의 정밀성의 측

면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실험들』의 정밀성

은 랭글리의 천문학 활동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랭글리 과학의 특징이자

강조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항공학의 강점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랭글리가 체계적으로 변수를 분리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실패하였기

에, 『실험들』에 수록된 실험 결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들』에 수록된 랭글리 법칙과 그의 필요 동력 계산은 일찍

이 1890~1900년대 활동하던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 1848-1896),

라이트형제 등의 항공학자들에게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랭글리의 항공학이 왜 힘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항공역

15) 앤더슨은 약 22m/s 이하에서만 랭글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분석하였는데, 당시 랭
글리의 월링 테이블이 그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했으므로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랭글리의 항공역학에 관한 앤더슨의 연구로는 다음 논문과 책이 있다. J. 
D. Anderson, “Langley’s Aeronautical Research: A Modern Critique and 
Reassessment,” AIAA Journal, Vol. 35(3) (March 1997), pp. 409-419; J. D. 
Anderson, A History of Aerodynamics and Its Impact on Flying Machin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64-187.

16) Tom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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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우수성’이 아닌, 다른 요인을 살펴야 한다.

랭글리의 항공학 문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항공학의 이론

적 논의의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항공역학은 항공기 날개 주위의 유동을

다루는 공학 과학(engineering science)으로, 비행기가 실용화되기 전인

19세기에는 중심적인 이론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한 19세기 항공역

학의 역사에서는 조지 케일리(Sir George Cayley, 1773-1857), 프랜시스

웬햄(Francis Herbert Wenham, 1824-1908), 호라치오 필립스(Horatio

Frederick Philips, 1845-1924), 오토 릴리엔탈 등의 항공학 개척자들보다

는, 베르누이(Daniel Bernoulli, 1700-1782),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 1717-1783),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 나비에

(Claude Louis Marie Henri Navier, 1785-1836),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 1821-1894), 레일리(John William Strutt, 3rd Baron Rayleigh,

1842-1919) 등 항공역학의 주요한 이론을 고안한 18~19세기 유체역학 연

구자들의 이름이 더 강조되어 왔다. 이에 비해 19세기 항공학 실행가들

이 항공역학에 기여한 내용은 에어포일의 유리한 형태나 비행에 알맞은

항공기 설계를 연구한 것에 한정되어 다루어졌다.17) 그러나 19세기 유체

역학 연구자들이 항공기 개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으며, 프랜시스

웬햄 등의 항공학회 학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험적 연구를 통해

항공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거의

조명된 적이 없다.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19세기

말 항공학자들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항공학을 개척한 것이 아니었다. 그

들은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몽상가라는 편견과 인간의 비행이 불가능하

다는 과학적 믿음에 맞서야 했으며, 비행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랭글리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비

행기가 실용화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공역학’과 ‘에어로드롬학

(aerodromics)’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랭글리가 항공학 문헌과 기사들

17) 항공역학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책들을 유용하게 참고하였다. T. V. Karman, 
조옥찬 옮김, 『비행 원리의 발달사 : 공기역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 : 경문사, 
1995); J. D. Anderson, A History of Aerodynamics and Its Impact on Flying 
Machines; David F. Channell, The Rise of Engineering Science: How 
Technology Became Scientific (Cham : Springer, 2018).



- 9 -

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랭글리의 항공학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은 랭글리의 항공학이 ‘비행기’라는 기술의 가능성을 예견하

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공학 과학으로서 항공역학과 에어로

드롬학을 주장함으로써 미국 항공학의 전망을 이끌고 있었음을 주장한

다. 랭글리는 유체역학 이론과 수학적 풀이법들이 비행의 문제에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실험들을 토대로 ‘항공역학’이라는

학문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러한 항공역학은 물체와 유동 사이의 작

용에 대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plane)에 엔진을

단 형태의 비행 기계와 관련한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정의되고 있었

다. 비록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 동력이 감소한다는 랭글리

법칙을 비롯한 그의 항공역학에는 오류가 많았지만, 랭글리의 항공역학

은 그 자체로 비행기라는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것이었다.

그가 1896년 최초의 엔진 동력 무인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

한 랭글리 법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의 항공학 이

론은 비행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미국의 공학자들에게 이에 도전할 과학

적 근거를 제공해주기도 했다.18)

이처럼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항공학의 이론적 논의 속에서 랭글리의

항공역학과 에어로드롬학을 살핌으로써 랭글리가 어떻게 비행 기계의 개

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

해 2절에서는 먼저 랭글리가 항공학 연구를 시작했던 1880년대까지의 항

공학의 이론적 논의의 등장과 발전을 다룰 것이다. 이는 랭글리의 대표

적인 항공학 논문인 『실험들』과 「바람의 내적 작용(Internal Work of

the Wind)」(1893)을 분석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고, 랭글리가 이전의

18) 라이트형제는 랭글리와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항공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과학 기관의 수장이 
인간 비행의 가능성에 대해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예비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
도록 이끌었다”라며 랭글리가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
다. Wilbur Wright, letter to Octave Chanute from Dayton, Ohio, 8 November 
1906, found in The Papers of Wilbur and Orville Wright, ed. Marvin W. 
McFarland, Vol. 2 (New York, N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3), 
pp. 73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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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과 어떤 차별점을 내세웠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주로 영국 항공

학회에서 비행에 대한 역학적 설명의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논

의하고, 랭글리가 주로 참고한 두 학자, 프랜시스 웬햄과 알퐁스 페노

(Alphonse Pénaud, 1850-1880)가 비행에 대해 어떤 역학적 설명을 시도

하고 있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에는 비행 현상에 관

한 과학적 설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많은 설명이 시도되고 있었으나,

고정 날개의 전진이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새의 비행 원

리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는 항공학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랭글리 항공역학의 두 저작을 분석하며, 주

로 『실험들』이 유럽 항공학자들의 논의와 어떤 차별점을 두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한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랭글

리가 매우 철저한 경험주의 방법론적 토대 위에 ‘항공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랭글리는 이전의 유체역학

이 항공학의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실

험들을 토대로 항공역학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전의 항공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중에는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 없었으나, 상세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는 사실을 확립할 수 없

다며 다른 항공학자들과도 차별을 두었다. 둘째는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이전의 항공학에서 제기되던 이상화된 역학적 문제보다는 비행기의 설계

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비행에 대한 과학이 유체역학이라는 자연과학의 범주 안에서 문제를 정

의하고 있었다면,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기술인 비행

기에 관한 공학 과학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실험들』의 주요 주장인

랭글리 법칙 또한 비행기라는 항공기의 제작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원리

로서, 기존의 유체역학에는 속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랭글리 법칙과 같은 실용적인 이론은 역학적 법칙으로 인정받

을 수 없었다. 당시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로서 항공역학이라는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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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일리 경은 『실험들』에 대하여 새로운 내

용이 없다며 랭글리의 새로운 항공역학 주장에 대해 혹평하고, 랭글리

법칙이나 실질적 설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랭글리가 1893년 발표한 「바람의 내적 작용」은 레일리의 비행 이

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19) 「바람의 내적 작

용」은 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날개의 전진보다는 바람의 특성에 주목

하여, 『실험들』에서보다 더 나아간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랭

글리의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이해와 레일리의 유체역학적, 정역학

적 설명들은 당시 높이 평가되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

3절의 후반부에는 이처럼 레일리의 『실험들』에 대한 비평과 랭글리의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탐구, 그리고 레일리의 새의 비행에 관한 연

구를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말에 어떠한 ‘항공역학’이 가치 있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논의하고, 항공학의 역사에서 랭글리 『실험들』이

갖는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랭글리의 인간의 비행 가능성 증명의 완수 작업이자 실질적

인 에어로드롬 제작에 관한 연구인 ‘에어로드롬학’을 살핀다. 에어로드롬

개발의 상세한 과정을 기술하기보다는 랭글리의 과학자로서의 강한 정체

성과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여, 3절에서 소개한 랭글리의 과학이 항공기

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랭글리의 항공역학과 에어로드롬

이 미국 학자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20) 4.1절에서는 랭글리가 에어로드롬에 대해 쓴 기사와 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랭글리가 에어로드롬 연구에서도 여전히 ‘과학적 원리’의

탐구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랭글리는 에어로드롬의 성공이

자신이 밝혀낸 항공역학 원리가 타당하다는 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19) C. D. Walcott, Biographical Memoir of 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
20)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개발 과정에 관해서는 로버트 테일러(Robert Edward 

Taylor)와 톰 크라우치 등의 역사가들이 정리한 것이 있다. R. E. Taylor, “A 
Historical Study of Samuel Langley and His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irplane” (master’s thesis, American University, 1965); 
Tom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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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다른 항공학자들과 차별을 두는 방식이었음을 논

의한다. 4.2절에서는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에어로드롬의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고,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에어로드롬 설계에 오히려

한계점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한다. 에어로드롬은 랭글리의 여러 엔지니

어 조수들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나 대부분 랭글리

의 과학적 견해를 따라 제작되었는데, 그러한 그의 ‘과학적’ 설계가 공학

적으로는 탁월하지 못했던 것이다.

4.3절에서는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둘러싼 담론을 살핌으로

써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그 이론적, 실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학자 사회에서 비행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언급되고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비행기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랭글리

의 항공 과학은 1900~1910년대 미국 항공학자들에게 비행기 개발에 대

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양력 현상 탐구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또 랭글리가 비행기에 대해 갖고 있었던 전망을 살피고 그것이 미국 항

공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결국 랭글리가

단순한 귀납으로 발전시킨 과학 원리와 비행기에 대해 갖고 있던 낙관론

은 192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과학자, 공학자 사회에서 공유되며, 비행기

라는 기술의 실용적 발전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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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 비행에 관한 역학적 문제의 대두

랭글리가 1891년 발표한 『실험들』은 랭글리의 항공학에서 가장 중요하

게 언급되는 연구로, 그의 항공학 활동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적으

로 분석되어야 하는 논문이다. 특히 『실험들』의 주요한 주장은 20세기

초 학자들에 의해 ‘랭글리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었으며, 지금까지

도 랭글리 항공역학의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다. 랭글리 법

칙이란 특정 무게와 특정 받음각을 갖고 전진 비행하는 평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동력이 줄어든다는 원리로, 이것이 특정 속도 영역에서

만 적용되는 타당하지 않은 원리임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21) 그러

나 항공학의 역사 속에서 랭글리의 항공역학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이 논

문은 랭글리의 『실험들』과 랭글리 법칙의 타당성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랭글리 항공역학의 두 저작, 즉 『실험들』과 「바람의 내적 작용」

은 모두 당대 항공학에서의 역학적 논의 속에 위치시켜야만 제대로 이해

될 수 있다. 후에 살피겠지만, 『실험들』의 가장 큰 목적은 당대 항공학

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던 비행 기계의 개발 가능성의 증명을 위한

것이었으며, 1893년 발표된 후속작 「바람의 내적 작용」 역시 ‘새가 어

떻게 나는가’라는 19세기 말 항공학의 주요한 문제에 답하기 위한 것이

었다.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그것은 이전의 학자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지만 다른 풀

이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의 비행에 관한 19세기 항공학의 문제들

은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 항공공학자들에게 더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21) 특히 릴리엔탈 형제와 라이트형제가 일찍이 랭글리 법칙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
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트형제가 당시 스미스소니언의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랭
글리의 업적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랭글리 법칙’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만류
했었다는 것이다. Tom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1), Ch. 3. 
Experiments in Aer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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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실험들』에 대한 현대적 평가들은 랭글리의 주제 의식을

배제한 채 내용적 타당성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며, 「바람의 내적 작

용」은 항공역학의 역사에서 거의 주목된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19세

기 후반 항공학의 이론적 역사 역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랭글리 항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 항공학자 사회에서 비행에 관한 역학적 문제가 대두된 과정과 항공

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간 방식을 중심으로 1860~1890년대 항공학의

역사를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공중에서 진행하는 평판의 속도가 빨

라질수록 평판을 띄우는 데 필요한 동력이 작아진다는 랭글리 법칙은 두

가지 과정으로 증명된다. 먼저 속도가 빨라질수록 양력이 쉽게 발생한다

는 것을 증명하고, 그다음으로 이륙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동력이 충분

히 작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과정인 속도와 ‘띄우는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항공학의 선구자 조지 케일리에 의

해 일찍이 발견되었다.22) 케일리는 고정 날개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고,

별도의 추진 장치를 이용해 항력을 극복하는 비행기의 아이디어를 처음

으로 제시했으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 최초의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하

였다. 이에 케일리 이후 항공학자들 사이에서는 공기에 열을 가하거나

수소를 사용하는 열기구나 비행선뿐만 아니라, 고정 날개와 전진 동력을

이용한 비행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탐구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새가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비행하는 ‘활공(soaring)’에 대한 많은 관찰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전진 고정 날개의 양력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과

정, 즉 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동력이 충분히 작은가의 문제가 오랫동

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유체역학 이론으로부터 오

히려 정반대로 생각되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압

력이 속도의 제곱과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물리

22) 양력(Lift)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등장한 것은 조지 케일리부터이지만, 랭글리에서
까지도 ‘양력’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고 있었다. 랭글리는 “띄우는 데 필요한 
동력” 등으로 양력과 비슷한 것을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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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이를 응용하여 ‘경

사면의 법칙(laws of

obliquity)’을 제시하였다. 이

는 공중에서 받음각을 갖고

비스듬하게 진행하는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이 유체의 밀

도, 속도의 제곱, 받음각

(angle of attack)의 사인값

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다.23) 이 법칙에 따르면

사람을 운반할 만큼 큰 양력

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평판의 속도가 아주 커야 하는데, 그러면 평판

이 받는 저항력, 즉 항력(drag)도 함께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있었다.

물리학자들은 그러한 항력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에 필요한 동력이 아주

크므로 인간의 비행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베르누이, 달랑베르, 나비에 등 유체역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18-19세기의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 받음각을 가

진 평판에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다.

이들은 양력을 유동과 평판이 만나 발생시키는 저항과 다르지 않은 것으

로 여겼다. 이로 인해 1832년에 나비에는 인간의 비행에는 엄청나게 많

은 동력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날개를 이용한 인간의 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물체가 제자리 비행을 하려면 해당 무게를 1초에

8m 들어 올리는 만큼의 동력이 필요하고, 15m/s로 전진 비행을 하려면

그 일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해당 무게를 1초에 390m 들어 올리는

만큼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24) 헬름홀츠도 물체가 1차원적으로

23) 당시 항공학자들에게 경사면 법칙(Law of obliquity)라고 불렸던 뉴턴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sin (: 압력, : 밀도,  : 속력, : 받음각). 받음각은 

날개와 자유류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24) 항공학자들의 문헌에 따르면 파리과학아카데미의 1832년 저널에 실린 “Rapport 

sur un Mémoire de M. Chabrier concernant les moyens de voyager dans 

그림 2.1. 에어포일에 작용하는 양력, 항력 도식. 항
공기에 작용하는 힘 중 유동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
의 힘이 항력(Drag), 수직 방향의 힘이 양력(Lift)이
다. Unknown, “Lift 2,” https://mediawiki.ivao. 
aero/index.php?title=File:Lift2.png (2021.08.10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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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 무게는 3차원적으로 커지고, 필요 동력은 7차원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비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비행은 새

의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이지, 사람처럼 무거운 물체가 공중을 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19세기의 과학적 통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 속

의 물체가 받는 힘에 관한 문제는 포탄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에 관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었다.25)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의 관계에 관한 이 문제는 결과

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술적 발전을 통해 해결되었다. 한 가지는 양력

특성이 개선되어 더 낮은 속도에서 더 큰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날개

였고, 다른 한 가지는 강한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볍고 강력한 엔

진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19세기 중반까지는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비에나 헬름홀츠 등의 비행에 관한 유체역학적 이론은 분명 비

행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양력을 평판에 작용하는 저항력의

수직 성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날개와 같은 특수한 모양의 물체 또

는 평평한 물체가 받음각을 갖고 움직일 때 그 특수한 형상으로 인해 많

은 양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26) 양력이 커질수록 항력

도 커지지만, 평판에 받음각을 주는 것만으로도 물리학자들의 예상보다

적은 속도에서 큰 양력이 발생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예상보다는 더 적

은 항력을 극복해도 되었다.

19세기 후반 항공학자들은 최초의 비행 기계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실행가(practitioner)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공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물리학계의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항공학 이론가

(theoretician)들이었다. 그들은 비행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경험과 맞

지 않다는 데에 문제를 느끼고, 비행을 물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

l’air et de s’y diriger, contenent une nouvelle théorie des mouvements 
progressifs” 라는 제목의 글이라고 한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1891), p. 12.

25) 초기 항공역학 연구에 관해서는 각주 17번의 연구서들을 참조하였다.
26) 구부러져 캠버(camber)를 가지는 날개는 0의 받음각에서도 양력을 발생시키며, 

조지 케일리가 일찍이 이러한 날개의 효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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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랭글리가 항공학을 접하기 20년쯤 전

인 1866년 런던에서는 영국 항공학회(Royal Aeronautical Society)가 설

립되었고, 1868년에는 프랑스 항공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Navigation

Aérienne, 이후 Société Aéronautique de France)가 설립되었다. 이 학회

에 속한, 다양한 본업을 가진 새로운 항공학자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기

존에 연구되던 열기구나 연뿐만 아니라, 공기보다 훨씬 무겁지만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거나(flapping) 날개를 고정하여 활공하는 형태의 비행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들은 날개를 활용하는 비행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리학이 그러한 비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전역학의 예측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체를 공중에서 전진시키면 뜨는 힘이 아주 잘 발생하

며, 큰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했다.

1867년 영국 항공학회의 창립 후 첫 번째 공식적 학회 자리에서 해양

공학자 프랜시스 웬햄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27) 「항공 운송과

공중에서 추진되는 무거운 물체가 지탱되는 법칙에 관하여(On Aerial

Locomotion and the Laws by which Heavy Bodies impelled through

Air are Sustained)」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강연에서 그는 고정익과

회전익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과 새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비행 원리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중에서도 공기에 대한 날개의 상대속

도가 빠를수록 양력이 쉽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은 웬햄의 주요

한 작업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실험을 통해 평판이 작은 받음각

을 갖고 빠르게 전진할수록 더 느리게 하강한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주장

하며 전진 비행의 양력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 그는 활공하는 새를 관찰

한 후, 새가 날개를 고정한 채로 장시간 활공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상

태로 몇 시간 동안 날면서 잠을 자기도 한다며, 충분한 바람이 있다면

비행에 거의 동력이 들지 않음을 주장했다.28) 당시 웬햄의 발표는 비행

27) F. H. Wenham, “On Aerial Locomotion an the Laws by which Heavy 
Bodies impelled through Air are Sustained,”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 (1867), pp. 10-40.

28) 웬햄은 해양공학에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풍동을 발명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새를 관찰하거나 새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웬햄의 항공학에서 아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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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여러 특성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수용

되며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29) 그러나 웬햄이 제기한 문제들,

즉 새가 어떻게 공중에서 활공하는지, 옆으로 던져진 평판이 속도가 빠

를수록 왜 더 느리게 낙하하는지 등의 양력 발생 원리에 관한 문제는 시

간이 지나면서 항공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그로부터 9년 후 1876년 영국 항공학회는 유체에 작용하는 저항에 관

한 뉴턴적인 문제, 즉 평판과 유동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압력을 구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학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선언했다.

학회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공기의 속도를 다양한 받음각으로

놓인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과 연결짓는 것이다. 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실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수학적 이론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달랑

베르에 의해 유체의 운동에 관한 일반 미분방정식이 주어진

지 140년이 흘렀고, 많은 위대한 수학자들이 실용적 가치를 지

닌 결과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왔으나,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어떠한 큰 성공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이 주제에 대

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30)

한 부분이었다. 웬햄은 이 발표에서 새에 대한 관찰이나 그가 수행한 여러 가지 실
험들에 관해 간단히 보고하고, 고정익 항공기나 글라이더의 설계에 대해 다양한 통
찰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새의 날개의 종횡비(aspect ratio)가 클수록 더 장시간 활
공할 수 있지만, 종횡비를 작게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새를 관찰함으로써 받음각을 이용하여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표면에서 
도움닫기를 통해 이륙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찰 외에도 그는 새 
주위의 공기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 새를 촛불 위에서 날게 하거나 그물에 집어
넣고 날게 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의 서술에서는 새를 자세히 관찰하며 느끼
는 경이로움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9세기에 새를 통해 비행을 연구하
던 항공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F. H. Wenham, “On 
Aerial Locomotion an the Laws by which Heavy Bodies impelled through 
Air are Sustained.”

29)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 (1867), 
pp. 40-56.

30)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1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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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공기 유동의 속도와 받음각,

압력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는 영국 항공학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

가 되었다. 이때 항공학회는 이 문제를 “위대한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으니, 실험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웠

다. 평판에 작용하는 유동의 압력에 대한 유체역학적 계산이 실패하던

상황에서 실험주의가 대안으로서 제안되고 있었던 것이다. 항공학회 학

자들의 실험에서는 웬햄이 1871년 제작한 풍동(wind tunnel)이 적극적으

로 사용되었는데, 1870~1880년대 풍동 실험은 거의 캠버 날개가 아닌, 평

판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즉 풍동은 실제적인 비행기 제작보다는 항공역

학의 이론적 탐구를 위해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31)

1870년대에 고무동력 오니솝터(ornithopter)와 장난감 헬리콥터를 발

명하여 상업화했던 프랑스 발명가 알퐁스 페노도 1876년에 이 경사면의

압력에 관한 물리학적 문제에 도전했다.32) 그런데 그는 항공학회와는 달

리 완전히 고전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이를 연역적으로 풀어내어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페노는 영국 항공학회에

발표한 두 논문, 「공중을 활공하는 평판에 관한 법칙들(Laws Relating

to Planes Gliding in the Air)」, 「새들이 발생시키는 동력(The Power

Developed by birds)」을 통해 평판 또는 새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

과 항력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나비에의 계산보다 훨씬 긍정적임을 보

였다.33) 그는 나비에의 계산이 “항공학이 막 등장하던 때부터 그것을 불

명예스럽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고, 풍차나 스크루, (배의) 방향타

만 봐도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이 훨씬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경

사면의 법칙이 “경험이 가르쳐준 바와 맞지 않”고, “전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하였다. 페노는 다양한 장난감 항공기들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양력

31) 라이트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가 풍동을 비행기 제작 과정에서 잘 활
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32) 오니솝터는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항공기를 일컫는다.
33)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1 (1876), pp. 35-44; A. Pénaud, 
“Laws Relating to Planes Gliding in the Air,”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1 (1876), pp.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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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발생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큰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었다.34)

페노는 간단한 질량, 운동량 보존 원리와 힘 계산을 위한 공식들을

이용한 정리(theorem)의 형식으로 새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

비행에 유리한 조건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비행 가능성을 증

명하고자 했다. 예컨대 그가 속도와 양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

음과 같았다. [그림 2.2.]에서 새의 날개 AB가 AM을 따라 하강하고 있

을 때, 새의 무게  , 날개 단면 , 날개 단면에 작용하는 저항을, 새가 공중에 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라고 한다면, 새의 무게

W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in
가 아주 작다면

 sin (1)

이다. 1초 동안 공중에 뜨기 위해 필요한 일, 즉 공중에서 고도를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 는 다음과 같다.

34) A. Pénaud, “Laws Relating to Planes Gliding in the Air,” pp. 45-46; 풍차나 
스크루, 헬리콥터의 날개는 모두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날개가 모여있는 것과 같다. 
즉 고정익 항공기의 날개가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나, 이 스크루들이 추력을 발생
시키는 것은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진다.

그림 2.2. 페노의 증명을 위한 도식. A. Pénaud, “Laws Relating to 
Planes Gliding in the Air,”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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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1)을 이용하여 를 치환하면

   sin (2)

이 된다. (2)를 통해 페노는 받음각 가 작을수록 동력이 작아진다고

판단하였고, (1)에 따르면 가 작아질수록 속도 가 커지므로,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면 날개가 공중에 뜨는 데 필요한 동력 가 0에 수렴한다

고 주장하였다. 속도가 커질수록 물체가 공중에 뜨는 데 필요한 동력이

감소한다는 랭글리 법칙의 내용은 페노에게서 먼저 등장하고 있었다.

1876년 영국 항공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 「새들이 발생시키는 동

력」에서도 페노는 비슷한 방법으로 제자리 비행과 전진 비행을 위해 새

가 발생시켜야 하는 동력을 계산하였다.35) 이는 새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계산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이후 살펴볼 랭글리의 동력 계산과

비교할 만하다. 새의 무게를 , 새의 날개의 길이를 , 새가 날개를 퍼

덕거릴 때 움직이는 날개의 가동 범위(각도)를 , 받음각을 , 공기가 하

강하는 속도를 , 새가 상승하는 속도를  라고 하면, 두 날개의 움직임

에 의해 수직으로 하강하는 공기의 부피는 arc로 표현된다. 그러면

1초 동안 움직이는 공기의 양 는
   arccos

으로 표현된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 는

35)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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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cos  
이므로

    arccos 
이다. 새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경우 위 식들에  를 대입하여

속도 와 동력 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페노는 산비둘기에 관하여 동

력을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때 그는 산비둘기의 “날개의 부분마

다 무게를 측정”하고, 날개 움직임의 관성으로 인한 동력 감소를 고려하

여 “정확한 결과값들”을 얻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페노는 산비둘기가 자

신의 몸무게를 1초에 26ft 3in(약 8m/s) 들어 올리는 만큼의 일을 한다

고 주장하며, 나비에가 초속 50피트(약 15m/s)로 비행하는 제비에 대해

스스로의 무게를 1초에 948ft(약290m/s) 들어올리는 일을 한다고 계산했

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페노는 고전역학의

이론들을 이용하여 경사면의 법칙을 정면으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새를

대상으로 비행에 드는 동력을 계산함으로써 기계적 비행의 가능성을 증

명하고자 했다.

페노의 계산이 정확했다고 할 수는 없다. 새가 발생시키는 동력을 정

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일단 그는 양력

을 ‘저항’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새의 날개 형상이나 공기의 점성으로

인한 양력 발생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36) 또 그는 새가 날개를 퍼덕

36) 양력은 공기의 점성 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날개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 공기의 
점성에 의해 앞의 공기가 미리 움직여서 압력 차를 만들게 된다. 이때 날개의 형상
이 중요하고, 평판이라면 받음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날개 윗면과 아랫면 사이
의 길이 차이로 인해 공기의 속도 차이가 일어나고,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압력
차가 생긴다는 설명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 양력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의 책이 유용하다. R. H. Barnard, D. R. Philpott, 김승조 옮
김, 『항공기 어떻게 뜨는가』 (서울 : 김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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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날개의 탄성이 공기 저항을 흡수하는 데 탁월하다며, 그러한 탄성

을 계산에 넣었다. 새의 날개가 강하고 힘이 세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페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깃

털의 탄성이 “강철의 두배”이며, 새의 근육은 용수철같이 힘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37) 이러한 페노의 증명은 1890년대까지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다.38) 하지만 비행기 개발의 전망에 관한 페노의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면도 있었다. 그는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마력당 66파운드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계산하며, 당시의 엔진은 1마

력당 적어도 275파운드(약 125kg)는 나가므로 훨씬 가벼운 모터가 만들

어져야 동력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했다.39) 엔진 기술의 발전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랭글리가 에어로드롬을 제작하기 시작하던

1891년에는 엔진의 무게가 1마력당 4파운드 이하로 가능해졌다.

이처럼 1860~1870년대에는 고전역학에서 다루어져 오지 못하던 비행

의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항공학자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

었고, 영국 항공학회는 이 문제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웬햄이나 페노 등 대부분의 항공학자들은 물리학자가 아니었고, 대

학의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주목할 이유는 없었다. 비행 원리에 대

한 역학적 설명의 필요성이 항공학회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에 실린 것은

1880년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프록터가 영국 역학회지(English

Mechanic and World of Science)에 새의 비행 원리에 관한 글을 기고했

을 때였다. 프록터는 비행의 문제를 ‘역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과학자였다.

「특정 바닷새들의 비행(Flight of Certain Sea-Birds)」이라는 제목

으로 발표된 그의 글은 새의 비행에 대한 관찰 진술과 주장을 담은 간단

하고 짧은 글이었다.40) 이 글을 통해 그는 웬햄의 강연과 비슷하게 항해

37)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p. 43.
38) 레일리도 페노의 증명을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Rayleigh, “Experiments in 

Aerodynamics,” Nature, Vol. 45(1153) (Dec. 1891), pp. 108-109.
39)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pp. 43-44.
40) Unknown, “Flight of Certain Sea-Birds,” English Mechanic and World of 

Science, No. 795 (June 18, 1880), p. 347; 같은 내용이 1880년 항공학회 저널에



- 24 -

하는 배 위에서 오랜 시간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떠 있는 새를 문제 삼

거나, 평평한 물체를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던지면 느리게 던졌을 때보

다 더디게 땅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새의 ‘활공’에 대해 과학적

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록터의 글은 이에 더

하여 물리학에 대한 강한 요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새의

비행에 관한 문제가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

며, 특히 “오랜 시간 날개를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새”에

관한 문제가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프록터는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

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비행에 관한 설명 중 하나가 새가 가볍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는 것임을 지적하

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의 비행이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통의 역

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러한 원리를 밝히는 것이 과

학자들의 중요한 임무임을 말하고 있었다. 또 그는 수면 위에 돌을 던져

물수제비를 뜰 수 있는 것에 비유하며, 공기가 날개를 지지하는 힘이 생

각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프록터는 새의 비행 원리

가 ‘역학적(mechanical)’ 설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강력

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프록터의 논평은 항공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역

학회지의 다음 권호에서는 네 명의 인물들이 프록터의 글에 대한 반박이

나 옹호의 글을 발표했다.41) 이 네 사람은 모두 영국 항공학회에서 활동

하던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였지만, 그들이 다룬 쟁

점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가 정말로 30분이 넘

는 장시간을 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고, 두 번째는 새가 어떻게 뜨는

힘을 얻는가였다. 이 중 세 명의 학자는 새의 장시간 활공 가능성을 받

아들였고, 한 명(W. C. E)은 새가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서는 활공을 유

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활공을 받아들인 세 명 중 두 명의 학자는 프

도 실렸다. Unknown, “Flight of Certain Sea-Birds,”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5 (1880), pp. 31-34.

41) T. K. W.; W. H. Phillips; W. C. E.; Henry Davis, “Flight of Certain 
Sea-Birds,” English Mechanic and World of Science, No. 797 (July 2 1880), 
pp. 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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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터의 주장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다른 한 명인 헨리 데이비스(Henry Davis)는 오

히려 양력이 프록터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프록터는 마치

새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새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아

도 속도가 빠르면 상승하거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쟁

은 1880년 영국 항공학회 연간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항공학

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았으며, 프록터와 앞의 네 학자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학자가 이 논쟁에 참여하였다.42)

이렇게 조지 케일리가 1799년 고정 날개를 가진 비행기 개념을 제안

한 지 80년이 지나서야,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전진하는 날개가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키는지가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항공학

자들이 비행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레일리같은

물리학자들도 점차 비행의 이론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항공학

자들에게 비행 원리의 규명은 항공학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뿐만 아니

라 비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프록터는 인

간이 새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행에 숨겨진 역학적 원리를 알

아낸다면 “새의 진화 속도를 뛰어넘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서도”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어떤 학자는 “어떤 사람도

새의 비행 동력에 내재한 원리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공중을 여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행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문제가 매

우 중요함을 강조했다.43) 이처럼 1880~1890년대에는 항공학 개척자들의

항공기 개발 노력이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행에 숨겨진 원리를 과

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 또한 활발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까지 새의 비행을 분석한 물리학자와 항공학자 중 다

수는 여전히 날개의 양력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학자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보존을 고려하여, ‘새가 처음 낙하하

기 시작한 지점까지만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새의 운

42) Annual Report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5 (1880).
43) T. K. W.; W. H. Phillips; W. C. E.; Henry Davis, “Flight of Certain 

Sea-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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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진자의 움직임에 비유하기도 했다.44) 또 많은 이들은 새의 날개치

기(flapping)가 유력한 양력 발생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45) 바닷새

가 활공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관찰하는 새들은 잦은 날개

치기를 통해 양력을 얻기 때문이었다. 항공학자들은 새의 날개가 “탄력

적”이고 “매우 강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날개에 비해 가볍고 작은 몸집

과 강한 날개가 새가 비행하는 비결이라고 여겼다.46) 이에 따라 특수한

형상의 고정 날개나 받음각을 가진 채 전진하는 평평한 날개의 이점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물론 글라이더나 비행기 등 고정익 항공기를

연구하던 항공학자들도 있었으나, 많은 항공학자들은 열기구나 비행선

등 가벼운 항공기에 집중하거나, 새와 비슷한 날개치기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47)

44) C. F. Amery, “Professor Langley on the Internal Work of the Wind,” 
Science, Vol. 23(573) (January, 1894), pp. 46-48; 프록터와 웬햄, 페노 모두 양
력 작용에 주목하였으나, 양력의 작용으로 인한 물체의 상승을 언급하는 것은 보류
하였다. 페노는 새의 오르내림을 진자의 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45) 새가 날개 아랫부분의 공기에 힘을 가하고 압축시킴으로써 양력을 얻는다는 생각
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아이디어다.

46) A. Pénaud, “The Power Developed by Birds,” p. 43.
47) 19세기에 성행하던 공중 비행 수단으로 가벼운 공기를 이용해서 나는 열기구와 

같은 풍선(balloon)류의 항공기가 있었지만, 타고 어디론가 마음껏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이런 열기구들은 엔진을 달면 무거워지고, 비행의 안정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때 대안으로서 연구되던 항공기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커다랗고 가벼운 풍선을 조종 가능하게 만든 비행선
(airship)으로, 1900년 즈음 파리의 에펠탑 주위를 비행선을 타고 날아다닌 브라질 
발명가 산투스 두몽(Alberto Santos-Dumont, 1873-1932)이 이러한 비행선 개발
의 선두주자였다. 두 번째는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는 오니솝터와 같은 항공기로, 
독일의 릴리엔탈 형제(Otto Lilienthal & Gustav Lilienthal)가 이것을 가장 활발하
게 연구했다. 릴리엔탈 형제는 flapping 형태 외에 활공하는 형태의 글라이더도 활
발히 연구했다. 그들은 새의 날개를 면밀히 조사하여 비행에 유리한 튼튼하고 큰 
날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언덕에서 수없이 많은 글라이더 시험을 했다. 3
절에서 보겠지만, 레일리도 비행기보다는 오니솝터가 더 유망한 항공기 형태라 생
각했다. 세 번째는 고정 날개에 수평 추진을 위한 프로펠러를 달아 추력을 얻는 비
행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프랑스의 클레망 아데르(Clément Ader, 1841-1925), 
영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발명가 하이람 맥심(Sir Hiram Stevens Maxim, 
1840-1916), 그리고 랭글리가 여기에 속했다. 맥심 경은 고정익 비행기가 가능하다
고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는 철로 위에 비행기를 고정하고 전진시키며 양력을 
얻게 하는 비행기를 시험하였는데, 마찰을 줄임으로써 더욱 빠른 운송을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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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한 강력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므

로 유체역학 이론이나 실험을 통한 설명, 혹은 비유적 설명이나 바람의

특성 대한 새로운 설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이 시도되고 있었다. 양

력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룬 것은 1910년대로, 랭

글리가 무인 동력 비행을, 라이트형제가 유인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이

후였다. 1906년 쿠타 쥬코스키 정리(Kutta-Joukowski theorem)가 등장

하고, 1907년 영국의 엔지니어 프레드릭 란체스터(Frederick W.

Lanchester, 1868-1946)가 순환 이론(circulation theory)을 제안한 이후,

1918-1919년 독일의 루드비히 프랑틀(Ludwig Prandtl, 1875-1953)이 이

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양력선 이론(lifting-line theory)을 제안하면서

양력 이론이 정착했다.48) 란체스터-프랑틀 날개 이론(Lanchester-

Prandtl wing theory)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날개를 따라 양력 성분

을 순환 개념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에어포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작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공식화’한 것에 가까웠다. 날개에 양력

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1930년대가 되어서야 ‘점성’이라는 공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족스럽게 설명된다.49) 그만큼 양력 현상은 설명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어려운 문제였다.

1880년대 초에는 레일리 같은 물리학자들도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

하고, 1890년대에는 더욱 많은 학자들이 양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

려 노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랭글리가 비행의 문제를 다루

기 시작한 것도 이처럼 새의 비행 원리가 역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무르익어 가던 1880년대 후반이

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랭글리 이외에 고정익 비행기를 연구하던 사람으로는 클레
망 아데르가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은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을 항공기 
기체 위에 달아서 제자리 비행하는 것으로, 영국 항공학회 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
하고 있었다. 

48) 란체스터는 양력 이론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었던 1894년부터 해당 이론을 
발표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여 1907년이 되어서야 순환 이론을 발표했다. J. 
D. Anderson, A History of Aerodynamics and Its Impact on Flying 
Machines, p. 246.

49) 그러나 그 설명이 항공역학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은 아니다. 항공역학에서 ‘양
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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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앞으로 다룰 랭글리의 ‘항공역학’과 레일리의 비행 원리에 관한 연

구도 이러한 비행의 역학적 설명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험들』과 「바람의 내적 작용」은 모두 비행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

하고자 했던 19세기 말 항공학에 기여하기 위한 논문들이었다. 특히

『실험들』은 인간이 타고 날 수 있는 비행 기계의 개발 가능성을 증명

하기 위한 연구로, 인간의 비행 가능성 증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실험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랭글리 항공역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랭글리가 이 문제에 관해 다른 항공학자들의 논의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자 했는지, 그리고 랭글리의 논의가 물리학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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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랭글리의 ‘항공역학’과 랭글리 법칙

새뮤얼 P. 랭글리는 본래 피츠버그의 앨러게니 천문대에서 1866년부터

20년 동안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업적과 명성을 쌓아왔던 천문

학자였다. 그는 복사선 검출기인 볼로미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

양 복사에 관해 연구했던 천체물리학의 개척자이기도 했다.50) 이러한 업

적으로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물리학계에서도 유능한 실험가로서

널리 인정받았으며, 1887년에는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의 회장을 거쳐 스미스소니언

협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스미스소니언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그는

스미스소니언에 천체물리 관측소(Smithsonian Astrophysical

Observatory)를 세우고, 천체물리학 연구를 지속해나갔다.

그러나 1887년 이후 랭글리에게는 또 다른 연구 주제가 생겼는데, 그

것이 바로 항공학이었다. 그가 항공학이라는 미개척 기술 분야를 연구하

게 된 계기는 1886년 미국과학진흥회(AAAS)에서 들은 한 발표였다.51)

이 발표는 당시 항공학에 관심이 있던 옥타브 샤누트(Octave Chanute,

1832-1910)와 로버트 서스턴(Robert Henry Thurston, 1839-1903)이 미

국 엔지니어 사회에 항공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당시 영국

50) 랭글리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장비를 다루는 랭글리의 솜씨를 높이 평가
했던 하버드 대학 천문대의 조셉 윈록(Joseph Winlock, 1826-1875)의 도움으로 
앨러게니 천문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랭글리는 앨러게니 천문대의 초대 소장으
로서 천문대를 정비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 철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시간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다. Cyrus Adler, “Samuel Pierpont Langley,”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906), pp. 515-533; C. D. Walcott, Biographical Memoir of 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 (Washingt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12), pp. 
247-268; 볼로미터는 20세기 초부터 흑체복사 연구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다. 랭
글리의 볼로미터 개발에 관해서는 안드레아 롯저스(Andrea Loettgers)의 논문이 
유익하다. A. Loettgers, “Samuel Pierpont Langley and His Contributions to 
the Empirical Basis of Black-Body Radiation,” Physics in Perspective, Vol. 
5(3) (2003).

51) C. D. Walcott, Biographical Memoir of 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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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학회와 교류하며 비행의 원리를 탐구하던 발명가 이즈리얼 랭카스터

(Isreal Lancaster)를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52) 랭카스터의 발표는

당시 영국 항공학회 학자들이 논의하던,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장시간 활

공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관찰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랭글리는 랭카

스터의 이 발표가 자신이 어릴 적 가졌던 새의 비행에 대한 호기심을 떠

올리게 했다고 회고했다.53) 이를 계기로 그는 1887년부터 앨러게니 천문

대에 공간을 마련하여 항공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스미스소니언

에도 작업장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에어로드롬을 만들었다.54) 랭글리는

1891년에 『실험들』, 1893년에 「바람의 내적 작용」이라는 연구 논문

들을 발표함으로써 항공학에서 다루어지던 과학적 논쟁들에 참여했으며,

1891년부터 무인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하여 1896년에는 성공적으로 엔

진을 단 무인 비행기인 에어로드롬 No. 5와 No. 6를 날리는 데 성공하

였다. 이는 동력 비행기 중 최초의 ‘유지된 비행(sustained flight)’으로

기록되어, 항공학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발명가, 과학자들에게 큰 자랑으

로 여겨졌다.55)

52) 1886년 버팔로에서 열린 AAAS 학회의 기계공학 섹션에서 다루어졌다. Tom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p. 38.

53) 랭카스터는 많은 농기구들과 스케이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발명가로, 특별히 과
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그는 1880년대 초부터 새의 비행에 관한 영국 항공학회
의 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직접 연구한 내용들을 학회에 발표했다. 랭카
스터가 새의 활공에 관해 미국 저널에 발표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Lancaster, “The Problem of the Soaring Bird,” The American Naturalist, 
Vol. 19(11) (1885), pp. 1055-1058; I. Lancaster, “The Mechanics of Soaring,” 
The American Naturalist, Vol. 20(4) (1886), pp. 326-333; I. Lancaster, 
“Gravitation and the Soaring Birds,” The American Naturalist, Vol. 20(6) 
(1886), pp. 514-521. 영국 항공학회지에 실린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Langcaster, “A Communication From Mr. I. Lancaster, Chicago,” The Annual 
Reports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7 (1882), pp. 
46-66; I. Lancaster, “A Communication From Mr. I. Lancaster, Chicago, 
U.S.A.,” The Annual Reports of the Aerona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ol. 19 (1884), pp. 101-123.

54)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에서 주로 활동했던 랭글리는 앨러게니에 매일 들르기 어
려웠기에, 조수들을 고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요구와 통제가 많았던 그는 조수들
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Tom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55) 모든 종류의 나는 기계들을 통틀어 항공기(aircraft)라고 부르고, 그중에서 고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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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랭글리의 항공역학 연구인 『실험들』과 「바람의 내적

작용」을 살핌으로써, 랭글리의 항공역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자 한다. 랭글리의 항공학 활동에서 항공역학 연구는 매우 중요한 비중

을 차지했다. 그는 항공기 제작에 앞서 “비행의 원리”를 밝히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여, 두 편의 항공역학 논문을 먼저 작성하였다. 또 에어로

드롬 제작에 있어서도 항공역학 연구를 통해 얻어낸 원리들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였는데, 랭글리는 그러한 “비행의 원리”들을 그의 에어로드롬

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라 여겼다. 항공학자들 사이에서도 랭글리의 에

어로드롬만큼이나 그의 ‘항공역학’이 주목받고 있었고, 가치 있게 평가되

고 있었다. 그만큼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그의 항공학에서 핵심적인 요소

였다.

이러한 랭글리의 항공역학 저작들은 이전의 항공학자들이 다루고 있

었던 양력 현상에 관한 물음들, 즉 바람과의 상대속도를 가지는 고정 날

개가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키는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자연은 그 문제를 풀었다. 그럼 인간이라고 왜 못하겠는가?(Nature has

solved it, why not man?)”라는 그의 선언은 새의 비행 원리에 관해 질

문하고, 그 원리를 밝혀내어 비행 기계(flying machine)를 개발하려는 항

공학자들의 주장과 공명한다.56) 특히 랭글리의 첫 항공역학 논문인 『실

험들』은 인간의 기계적 비행의 가능성을 다룸으로써 그 자신의 항공학

자로서의 데뷔를 알릴 뿐만 아니라, 항공학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과학의

항공기를 ‘비행기(airplane)’라고 부른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비행기를 부르
는 말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flying machine’, ‘airship’, ‘aeroplane’ 등의 
용어들이 모두 비행기를 부르는 데 사용되었다. aeroplane은 비행기가 평판(plane)
에 엔진을 단 것과 같다는 초기 항공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용어다. 초기의 비
행기로는 1848년 영국의 윌리엄 핸슨(William Samuel Henson, 1812-1888)과 존 
스트링펠로우(John Stringfellow, 1799-1883)이 개발한 증기기관을 단 비행기가 약 
40미터(131ft) 날았다고 전해지며, 1890년 프랑스의 클레망 아데르가 개발한 비행
기는 지상으로부터 1피트 높이에서 50미터(165ft)를 날았다고 한다. 이 비행기들은 
날았다(fly)기보다는 이륙했다(take off)고 평가되며, 스미스소니언 협회는 1896년 
에어로드롬 비행이 ‘공기보다 무거운 장치의 첫 유지된 비행’이라고 정의했다.

56) S. P. Langley, “The ‘Flying-Machine,’” McClure’s Magazine, Vol. 9(2) (June, 
1897), pp. 647-660;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The Strand 
Magazine (1897), pp. 707-719. 두 글은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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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안으로 들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 동

력이 작아진다는 랭글리 법칙은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 증명 문제의

해답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2절에서의 항공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갖는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험들』에서 랭글리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철저히 실험과

귀납을 통해 랭글리 법칙을 도출하였고, 뉴턴주의 유체역학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세웠으며, 비행기에 대한 공학 과학으로서 항공역학을 주장하

는 등의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후 랭글리의 주

장들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다루고, 랭글리의 항

공역학이 항공학의 역사에서 갖는 위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3.1. 『항공역학 실험들』과 랭글리의 ‘항공역학’

앤더슨, 크라우치 등 랭글리 항공역학 역사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험들』은 정밀하고 잘 설계된 실험들이 특징적인 저작이다. 이 논문

에 수록된 실험들은 랭글리가 직접 설계, 제작한 계측 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실험들』의 각 장은 실험에 사용된 실험 기구들을 주제

로 구성되어 있다.57) 랭글리는 각 장마다 실험 기구들에 대한 도면을 삽

입하고 작동방식을 설명했다. 가령 2장에서는 그의 주요한 실험 장치인

선회팔(whirling table 혹은 whirling arm)에 대한 도면과 함께 그 설계

를 설명한 다음, 이것을 작동시키는 데 나타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선회팔은 실험대상을 공중에 전진시키며 실험하는 데 공간적 한계가 있

으므로 대상을 원형으로 회전시켜 실험하는 장치로, 18세기 중반 영국의

벤저민 로빈스(Benjamin Robins, 1707-1751)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58)

57) 존 앤더슨이 이 기구들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J. D. Anderson, A History of 
Aerodynamics and Its Impact on Flying Machines, pp. 164-187; J. D. 
Anderson, “Langley’s Aeronautical Research: A Modern Critique and 
Reassessment.”

58) 로빈스는 포탄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과 항력을 연구하던 영국의 군사 공학자이자 
수학자로, 탄도에 가해지는 공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1746년 선회팔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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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글리의 선회팔은 30ft(약 9.15m)짜리 나무 팔 두 개로 이루어졌으며,

중심에는 일정한 속도로 나무 팔을 회전시키는 모터가 있었다.59)

다. 이후 선회팔은 포탄 연구를 위해 종종 사용되다가, 존 스미튼(John Smeaton, 
1724-1792)이 풍차 블레이드 연구에 처음으로 선회팔을 사용하였다. 그는 블레이
드를 선회팔에 달아서 캠버를 준 곡면(curved surface)이 더 큰 힘을 발생시킨다
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이 양력 발생 원리와 연결되는데, 어찌 보면 양력 현상은 
후대의 학자들이 ‘재발견’한 것이다. David F. Channell, The Rise of 
Engineering Science: How Technology Became Scientific; 조지 케일리도 랭글
리와 비슷하게 평판의 받음각 변화에 따라 양력을 측정하는 선회팔 실험을 수행했
다.

59) 처음에는 선회팔을 언덕 위 개방된 공간에 선회팔을 설치하였는데, 바람 때문에 

그림 3.1. 랭글리의 선회팔 장치 도면. 테이블 중심에 샤프
트가 있고, 샤프트에 팔(arm)이 연결되어 있다. 팔 끝부분에 
평판과 측정 도구들을 설치하고 축을 중심으로 팔을 회전시
켜 실험하게 된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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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들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만큼 『실험들』은 상세한 실

험보고서의 형태를 띠었다. 실험 기구들을 제목으로 구성된 3장~9장까지

의 각 장은 해당 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그것을 이용한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가령 총압 기록계

(resultant pressure recorder)를 이용한 실험을 소개한 4장에서 랭글리는

가장 먼저 이 장치의 구조와 효과를 설명하고, 실험 절차와 실험 장치로

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설

명하였다. 이후 결과 데이터 표를 날짜별로 제시한 후, 이 데이터를 종합

하여 분석한 표와 그래프를 보여준 뒤, 데이터에 포함된 오차와 한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를 이야기했다. 『실험들』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 ‘실험들’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보고서의 형태를 통해

서 랭글리는 실험적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전의 항공학회

문헌들에서도 실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자주 나타났지만, 체계적인 실

험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된 것은 랭글리의 『실험들』이 처음이었다.

랭글리 항공역학의 역사가들은 그의 실험이 정밀성의 측면에서 뛰어

났다고 평가하였다. 톰 크라우치는 『실험들』의 강점은 실험의 정밀함

이라며, 당시 이 논문을 비판한 어떤 학자들 중에서도 그 실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60) 실로 랭글리가 각 장에서

사용한 실험 도구들은 랭글리가 천문학 활동을 통해 쌓아온 특유의 솜씨

로 직접 제작한 것들이었다.61) 그러나 랭글리의 실험들이 당시의 기술력

다시 사방이 막힌 건물 안에 설치해야 했다는 문제점까지 중요하게 다루었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7-11.

60)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s and the Airplane, 1875-1905, 
Ch. 3. Experiments in Aerodynamics.

61) 랭글리는 볼로미터 이외에도 천문 관측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다. 그가 
1866년 앨러게니 천문대에 갔을 때는 관측 기구가 망원경 한 대밖에 없었기에, 관
측 장비를 들여오고 개선,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랭글리는 천문학자가 
되기 전에 7년 동안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천문 기기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9세기 천문학은 학자들마다 시간의 관측값이 다른 ‘개
인적인 방정식(personal equation)’의 문제가 대두되어,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개
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랭글리 또한 개인적인 방정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관측법을 많이 연구했다. 또 정교한 태양 흑점 그림을 그리고 태양의 성
질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는 등 정밀한 관측을 통한 이론 작업을 중시해왔다. 1870
년대에는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시간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때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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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였는지는 의심해보아야 한다. 정밀

한 전자식 기록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랭글리는 모든 측

정을 기계식으로 수행해야 했다. 가령 선회팔 끝에 매달려서 일정한 속

도로 진행하는 평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총압 기록계’

는 단순히 스프링과 종이와 연필을 이용하여 변위를 기록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장비는 유동의 간섭을 일으키거나, 장비 자체가 외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선회팔은 주변의 바람이나 이전의 회전에서 남은 후류(wake)가 지속적

으로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62)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

국에서 개발된 것이 풍동이었는데, 랭글리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다.63)

즉 『실험들』은 분석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확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

치 천문대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
다. 19세기 천문학과 개인적인 방정식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Simon Schaffer, “Astronomers Mark Time: Discipline and the Personal 
Equation,” Science in Context, Vol. 2(1) (1988), pp. 115-145. 개인적인 방정식
의 해결을 위한 랭글리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 P. Langley, “On 
the Possibility of Transit Observation without Personal Error,” American 
Journal of Science, Vol. s3-14(79) (July, 1877), pp. 55-60.;  S. P. Langley, 
“On the Observation of Sudden Phenomena,” Sidereal Messenger, Vol. 8, 
pp. 291-299. 랭글리는 앨러게니 시간 시스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을 썼다. 
S. P. Langley, “On the Allegheny System of Electric Time Signals,”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Vol. 4 (1872), pp. 377-386. 랭글리의 
천문학 활동을 비롯한 그의 생애에 관해 쓰인 전기로는 다음과 같은 짧은 전기문
들이 있다. 랭글리의 전기 작가들은 그가 기술자로서의 솜씨와 문인으로서의 소양
을 모두 갖추고 있는 “르네상스인”이라 칭송했다. Cyrus Adler, “Samuel Pierpont 
Langley”; C. D. Walcott, Biographical Memoir of 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

62) 후류란 날개 뒤쪽에서 발생하는 난류다. 처음에는 안정적이었던 공기를 날개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난류가 발생하는데, 선회팔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러한 난류를 
다시 지나가게 되어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63) 미국에서는 1896년 MIT 학생이었던 Albert J. Wells의 풍동이 최초였으며, 1901
년 알베르 잠(Albert Zahm, 1862–1954)이 풍동을 제작하여 항공역학 연구에 사용
하게 된다. 라이트형제가 비행기 제작에 성공적이었던 것도 풍동을 이용했기 때문
이라는 해석이 많다. J. L. Lee, “Into the Wind: A History of the American 
Wind Tunnel, 1896–1941” (PhD diss., Auburn University, 2001). 한편 풍동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선회팔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 레일리도 1899년에 자신의 
선회팔을 제작하여 실험한 바 있었다. Rayleigh, “Ⅴ.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 Manchester Memoirs, Vol. 44(5) (1899),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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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다. 그러나 랭글리의 정밀한 실험 능력에 대해서는 당대 항공학

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컸다. 후에 살피겠지만, 레일리는 랭글리의

『실험들』에 제기된 주장이 “새로울 것이 없다”고 비판하였으나, 랭글

리의 다양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현했다.64) 이는 그의 논

문이 적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제공하는 실험 기

기와 실험 과정, 실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여 신뢰성을 주었기 때

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실험들』은 단순히 일련의 실험을 소개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들을 갖고 있었다. 랭글리가 『실험들』을 통해 이루

고자 했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며, 이제 그 목적들을 중심으로

『실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가지 목적 중 랭글리가 가장 주요하

게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랭글리 법칙’이라 불리는 원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실험들』을 살핀 항공학자와 역사가들이 가장 주

목해왔던 것이었다. 랭글리는 이 원리를 “어떤 무게의 평판이 어떤 받음

각을 가지고 전진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것을 지탱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동력이 감소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스스로 ‘법칙’이라고 일컬은

적은 없고, “가설 설정 없이” 얻어진 결과를 진술(statement)한 것이라

설명하였다.65)

랭글리 법칙은 비행 기계 발명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문제에 도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인간만큼 무거운 물체가 비행하는 데 얼마만큼의 동

력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던 페노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페노가 고전역학의 기본 원리들을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했다면, 랭글리

64) Rayleigh, “Experiments in Aerodynamics,” Nature, Vol. 45(1153) (Dec. 
1891), pp. 108-109.

65) “the power required to support and advance it”이라고 표현했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3. ‘랭글리 법칙’은 ‘법칙’이라는 개념
을 부정하는 랭글리의 이론에 붙여질 수 없는 이름이다. 랭글리는 ‘자연법칙’이 옳
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랭글리가 스스로 이름을 붙였다면, ‘법칙(law)’
이 아니라 ‘원리(principle)’ 정도로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법칙이든 원리든 자연에
서 발견되는 불변의 경향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같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대로 
랭글리 법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S. P. Langley, “The Laws of Nature,” 
Science, Vol. 15(389) (Jun. 13, 1902), pp. 9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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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적으로 실험적인 해법을 주장하고 있었다. 랭글리는 『실험들』 서

문에서 뉴턴역학이 비행의 문제를 푸는 데 실패해왔었고, 따라서 인간의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는 점에 대한, 1876년 페노나 영국 항공

학회의 비판과 유사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항공학회

학자들처럼 항공학의 토대를 실험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기존의 항공역학[과 관련한] 논문들에서는, 여느 다른 과학

분야들처럼, 기초적인 공준들로부터 모든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런 공준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것과는 멀며, 그런 공준들로부터 이전의 저명한 연구자들

은 역학적 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새로운 실험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추론은 앞으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다.66)

이어 랭글리는 유체역학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처리 방식이 “오직 기

존 전제에 숨겨져 있던 오류를 극대화”할 뿐이며, 그러한 오류가 “뉴턴

의 위대한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물리학에 적

용되는 수학적 방법”은 기존에 발전되어왔던 역학적 공준과 해석적 풀이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따라 그 방식의

신뢰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7) 즉 랭글리는 물리학자들이 계

속해서 믿어왔던 이론들에 얽매이지 않은 채 실험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

에 항공역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실험에 기초한 항공학

이론에 대한 주장은 영국 항공학회와 같았다. 그러나 랭글리의 ‘항공역

학’은 유체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정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영국

항공학회의 항공학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들』 내용을

모두 살핀 후 3.2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이 절에서는 랭글리가 철

저히 실험과 귀납을 통하여 기계적 비행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했음을 이

야기하고자 한다.

66)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 4
67)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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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글리 법칙’은 3, 5, 6, 7장에 걸쳐 증명되고 있으며, 그 증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의 지탱하는 힘이 증가

함을 보이고, 그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륙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작아

짐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3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탱하는 동력’

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3.2.]과

같이 선회팔 끝에 용수철에 매달린 평판을 설치하여 회전시키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평판이 기울어지며, 용수철에 기록되는 무게가 작아지게 된

다.68) ‘매달린 평판(suspended plane)’ 실험이라 이름 붙여진 이 실험은

68) 이 실험은 평판의 받음각을 고정하지 않고 속도가 증가함과 함께 받음각이 감소
하게 하여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
면 받음각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력뿐만 아니라, 평판이 기울어지면서 발생

그림 3.2. 매달린 평판 실험 장치 도면. 선회팔 끝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여 팔을 회전시
키면, 매달린 평판이 공기 저항을 받아 움직이게 된다. 평판의 윗면은 고정되어 있고, 아
랫면이 움직이며 받음각이 90°~0°(수평일 때 0°)까지 변하게 된다. 선회팔의 속도가 빨라
질수록 공기의 압력이 세지며 평판의 받음각이 감소하고, 동시에 양력이 발생하여 용수철
에 기록되는 평판의 무게가 감소하게 된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l.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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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속도의 수평 성분이 클수록 양력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속

도와 양력 사이의 경향성은 5장에서 정량적으로 입증되고 동력을 계산하

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랭글리는 3장의 주요 목적을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동력이 커진다’

고 주장했던 나비에의 계산에 반박하는 것으로 두었는데, 이는 그의 필

요동력 개념이 잘 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매달린 평판’ 실험

은 나비에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항력을 고려사항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비에는 비행하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큰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데, 그러면 항력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매달린 평판’ 실험에서는

평판의 윗면이 선회팔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선회팔에 의해 속도가 결정

된다. 또 유동과 나란한 축 상의 변위나 힘, 즉 항력을 측정하지 않으므

로 나비에의 속도와 동력 사이의 진술을 정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글리가 이 실험을 나비에에 대한 반박으로 여

긴 것은 그가 ‘평판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동력’과 나비에의 필요동력 개

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아야 한다. 랭글리

법칙은 속도와 양력 사이의 관계, 혹은 속도와 항력 사이의 관계로 해석

될 여지가 있으나, 양력의 문제와 항력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

은 진술이었다. 이 때문에 랭글리 법칙은 “물체를 지탱하고 전진시키는

데 드는 동력”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3장의

매달린 평판 실험은 평판을 전진시키면 많은 양력이 발생함을 보임으로

써, 비행기의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보이는 실험이었다.69)

5장은 ‘평판 낙하 장치(plane-dropper)’를 이용하여 3장에서 보인 속도

와 양력 사이의 대략적인 경향성에 대한 정량적인 실험 결과를 제시하

고, 필요동력에 관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장이다. 평판 낙하 장치는 선회

팔의 끝에서 평판이 큰 원을 그리며 전진하는 동시에 자유 낙하하도록

고안된 장치로, 선회팔의 회전 속도가 클수록 평판의 낙하 시간이 증가

함을 확인함으로써 속도와 평판을 띄우는 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

하는 반동이 용수철에 기록될 수 있었다.
69)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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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었다. 랭글리는 모양이 다른 평판 5가지(6 x 12 in., 8 x 9 in.,

12 x 6 in., 18 x 4 in., 15 x 4 in.)를 한 쌍씩 가지고 받음각을 달리하면

서 실험하여, 모든 경우에서 속도와 낙하 시간 사이의 관계를 구하였다.

이후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 동력이 작아진다는 랭글리 법칙이 5장

에서 처음 도출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다른 변수를 고정한 속도

와 동력만의 관계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랭글리는 같은 평판을

받음각을 달리하여 평판이 공중에 뜨기 시작할 때의 수평 속도, 즉 “활

공 속도(soaring speed)”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수평 성분의 압력

을 계산하고 그 두 가지를 곱하여(속도x압력) 필요 동력을 구하였다.70)

이를 통해 랭글리는 평판의 받음각이 작을수록 더 빠른 속도를 얻어야

활공할 수 있지만, 필요 동력의 경우 받음각이 작고 활공 속도가 빠를

때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들』 서문에서는 “특정 받

음각이 주어졌을 때” 속도와 동력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진술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받음각을 달리하였을 때의 활공 속도를 측정하고 있

었다. 이러한 받음각의 문제를 제외하고 랭글리 법칙을 이해해본다면, 이

것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활공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줄어든다’라는 원리

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랭글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더 경제적인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현대의 항공공학자가 실험하였을 때 랭

글리가 실험한 속도 범위인 약 22m/s 이하에서만 속도와 필요동력의 반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데, 만약 랭글리가 그 이상의 속도를 시험하였다면

이러한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71) 이렇게 3장과 5장을

70) 랭글리가 수평 성분의 압력(이것에 면적을 곱하면 항력이 된다)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히 무게에 받음각의 탄젠트 값을 곱하는 것이었다. 양력이 평판의 무게와 같다
고 가정하고,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이 평판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랭글리는 이처럼 양력이 발생하면 동시에 발생하
는 항력인 ‘유도 항력(induced drag)’만을 고려했다. 랭글리는 평판의 모양이나 마
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항인 ‘유해 항력(parasitic drag)’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비에나 헬름홀츠, 페노 등 이전의 항공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참고로 
항력은 유도항력과 유해항력으로 분류되며, 유해항력에는 평판의 모양으로 인해 발
생하는 압력항력(form drag)과 난류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항력(interference 
drag),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표면마찰항력(skin friction drag)이 있다. 

71) J. D. Anderson, “Langley’s Aeronautical Research: A Modern Critique and 
Reassessment,” pp. 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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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랭글리는 속도가 커질수록 필요 동력이 작아짐을 정성적으로 보이

고, 정량적으로도 계산하여 증명하고 있었다.72)

이어 6장과 7장에서는 구체적인 동력을 계산하여 무게와 속도와 동력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비행 기계의 개발이 가능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6장에서는 요소 압력 기록계(component

pressure recorder)를 사용하여 상승 추력이 발생할 때의 수평 저항을 구

하고, 여기에 속도와 시간 요소(60초)를 곱하여 이륙할 때 필요한 동력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프로펠러를 이용해 그만큼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엔진 출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깃이 몇 개일 때 프

로펠러의 효율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륙 시 필

요한 만큼의 출력을 내는 엔진은 이미 개발되었으므로 동력 비행이 가능

함을 주장하였다. 랭글리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실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론은 … 1

마력당 무게가 10파운드보다 적게 나가는 효율적인 증기기관

이 최근에 개발되었으므로, 그런 기계적 비행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엔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실험들은

우리가 이용했던 작은 평판들을 여러 개 더하거나, 작은 평판

과 비슷한 특성의 큰 평판에다가 1마력을 작용시킨다면, 우리

가 공중에서 200파운드가 넘는 무게를 20m/s가 넘는 속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며, 더 큰 속도에서는 더 무거운 것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73)

물체의 무게 당 이륙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계산한 결과, 인간의

무게보다 무거운 물체도 날릴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으므로 비행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속도와 동력의

반비례 관계를 주장하는 랭글리 법칙은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비행기의

72)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26-47.
73) 강조는 랭글리의 표시다. S. P. Langley, op. cit.,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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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74) 페노의 수학적 증명이나 웬

햄의 단순한 관찰 진술과는 달리 랭글리는 상세한 실험 결과를 통해 속

도와 동력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비행기의 가능성을 증명

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주의적 증명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며,

수학적 법칙과 공식의 계산만을 통해서는 항공학의 과학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랭글리는 비행기가 아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페노와 달리 비행기가 가능해졌음을 주장하고 있

었다.

랭글리의 경험주의는 꽤 극단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신처럼 실험으로

철저히 뒷받침되지 않은 연구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완전히 새

로운 논의를 하는 것처럼 논문을 썼다. 서론에서 랭글리는 이전의 연구

들이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서문을 쓸 때 각자의 새로운 연구

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영역에서 이미 진보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작업에 대해 요약하는 훌륭한 관습

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 경우에는,

[앞으로 행할] 실험 외에는, 인용하거나 관심 가질 만한 가치

가 있는 작업과 없는 작업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험도 발

견하지 못했다. 후에 소개될 실험들이 행해지고 나서야 우리는

연구자에게 무엇이 유용한지 사후적인 고찰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이 주제의 문헌들을 요약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두었다.75)

사실 랭글리는 이전의 학자들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 가

령 5장에서 등장하는, 평판을 수평으로 던지면서 속도에 따라 낙하 시간

을 비교하는 실험은 웬햄이 1867년에 항공학회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이

74) Ibid. 4절에서 살피겠지만, 규모 효과(scale effect)로 인해 무게당 필요동력이 비
례적으로 계산될 수는 없는데, 랭글리는 이러한 계산을 비행기 개발 가능성 증명뿐
만 아니라 자신의 에어로드롬 설계에도 적극 활용하였다. 

75)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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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 7장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동력의 계산 또한 웬햄이나 이전

의 해양 공학자들이 하던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중에 정량적 실험 데

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없었다. 웬햄은 자신이 관찰한 경향성을 그저 기

술하거나, 정량적 실험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결과값만을 간단하게 제시

했다. 랭글리가 랭글리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처

럼 서술한 것도 그가 이전 학자들의 증명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페노와 같은 학자들이 나비에를 비판하기 위해 다시 물리학의

이론을 사용하였다면, 랭글리는 고전역학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철

저히 경험적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실험 기구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모든 측정값과 그것을 이용하

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만 객관적인 증명이 가

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의식으로 인해, 『실험들』에 수록된 실험 중에

는 뉴턴의 유체역학을 비판하기 위한 실험들도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

다. 이것이 랭글리의 『실험들』이 가진 두 번째 목표다. 그는 뉴턴의 유

체역학 중 물체에 작용하는 유체의 저항과 관련된 것, 즉 경사면의 법칙

과 이것이 기초한 가정들이 실험적으로 틀렸음을 보임으로써, 뉴턴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유체역학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

쳤다. 3, 5, 6, 7장이 실험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엔진을 이용한 기계

적 비행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면, 4장과 8장은 뉴턴의 경사면의 법칙,

즉 사인 제곱 법칙을 반증하는 데 할애되었다.76) 뉴턴의 공식은 기울어

진 평판에 작용하는 저항이 유류와 평판이 이루는 각도의 사인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평판에 수직한 성분의 압력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 하에 도출된 것이었다. 앞서 2절에서 보았듯 뉴턴의 공식은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항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인

간의 비행 불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여겨져 왔다. 뉴턴의 사인 제

곱 법칙은 랭글리 이전에도 여러 물리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

다. 예컨대 존 로비슨(John Robison, 1739-1805)은 저항력이 사인 값에

76) 뉴턴의 공식은 각주 23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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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키르히호프가 수정된 방정식을 제안하여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7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랭글리는 이전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결과들이 서로

큰 차이를 보여, 이 문제에 관한 일련의 실험들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뉴턴의 방정식을 다시금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총압 기록계(Resultant Pressure Recorder)’를 이용해 받음

각과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 소

개되었다.78) 랭글리는 받음각을 90도에서부터 줄여가면서 압력()을 측

정하고, 해당 속도에서 받음각이 90도일 때의 압력( )과의 비 

를

구하여, 이 값과 받음각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다.79) 랭글리는 이

에 대한 뉴턴의 이론값과 실험에서 도출된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며, 특히

받음각이 작을 때 뉴턴의 예상보다 ‘지탱하는 압력(sustaining pressure)’,

즉 양력이 약 20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랭글리 자신의 대안적

인 공식을 제안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수학적 공식화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8장에서는 평판의 압력 중심이 평판의 도심(圖心)과

같다는 뉴턴의 가정이 틀렸으며, 그것이 받음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80) 압력 중심에 관해서도 이미 1870년대에 웬햄이 평판

에 작용하는 양력이 대부분 앞전(leading edge)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4장과 8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들에서도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에 관한

뉴턴 패러다임이 관찰과 맞지 않음을 보이는 실험들이 등장한다. 가령 5

장과 6장에서는 면적은 같지만 종횡비(aspect ratio)가 다른 여러 종류의

평판으로 종횡비에 따라 양력 특성이 변화함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물체

77) 키르히호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sin  . Rayleigh,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108-109.
78)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15-25.
79) 받음각이 90도일 때의 압력과 비교한 것은 뉴턴이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80)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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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유체의 저항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뉴턴의 유체역학 패러다

임이 옳지 않음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81) 뉴턴주의 유체역학이 평판

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은 항공역학 연구

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것이었으며, 랭글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글리가 뉴턴의 이론이 틀렸음을 재차 주장

한 것은 그 진위를 정량적 실험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그는 유체역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실험에

기초한 항공역학을 주장하기 위해 뉴턴의 유체역학을 비판하고 있었다.

랭글리가 논문의 제목으로 삼은 ‘항공역학(aerodynamics)’이라는 학문

의 이름은 비행 원리를 역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항공학자들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면서도, ‘항공역학’이 ‘유체역학(fluid dynamics 혹은 fluid

mechanics)’과는 다른 학문으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

이었다. ‘항공역학’이라는 말은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쓰이지 않던 용어

였다.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레일리를 제외한 대학의 물리학자들은 비행

의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공기 매질의 역학적 특성을 유체

역학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었다. 항공학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항공학

(Aeronautics)이나 고층기상학(Aerology) 등의 명칭으로 불렀으며, 비행

에 관한 역학적 질문을 다룰 때도 ‘비행의 역학적 원리(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라 불렀다. 항공역학은 비행기 날개 주위의 유동을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1910년대가 되어서야 연구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

므로, 랭글리의 ‘항공역학’ 주장은 당시로서는 이른 것이었다. 그가 주장

한 ‘항공역학’은 비행의 문제를 ‘역학(dynamics)’이라는 과학적 영역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이전 항공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었으나, 유

럽 항공학자들이 계속해서 유체역학적으로 정의된 경사면의 문제를 해결

하려 하고 있었다면, 랭글리는 항공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함으

로써 기존의 유체역학으로는 비행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81) aspect ratio는 종횡비, 혹은 가로세로비라고 하며, 말 그대로 날개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뜻한다. 세로 길이에 비해 가로 길이가 클수록 종횡비가 크다. 
종횡비의 효과는 웬햄이 먼저 주장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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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글리의 물리학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철저한 경험주의 방법론에

대한 지향은 『실험들』이 쓰이기 전부터 발전되어 오고 있었다. 1888년

8월, 랭글리는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회장직 퇴임 자리에서 「어떤 교리의

역사(The History of a Doctrine)」라는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문을

통해 그의 과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82) 「어떤

교리의 역사」에서 랭글리는 과학 이론이 경험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

에 진보가 더디고 비합리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과학자들에게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당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

장은 복사 물리학의 발전 사례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그는 빛과 열이 동

질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 1870년대나 되어서야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아주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가 뉴턴의 「광학」(1704)에서 빛의 파

동성뿐만 아니라 열과 빛의 동질성과 파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뉴턴 이후 반세기 동안에는 광학 이론에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통찰력 있는 이론가들과 빛의 복사를 확인

하는 실험들이 가끔 등장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

다고 말했다.83) 열과 빛의 동질성에 관한 아이디어는 1872년 드레이퍼

(John William Draper, 1811-1882)가 등장하고 나서야 널리 받아들여지

82) S. P. Langley, “ART. Ⅰ-- The History of a Doctrine,” American Journal of 
Science, Vol. 37(217) (1889), pp. 1-23; 같은 해 Scientific American에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실었고, 1902년에는 ‘과학 법칙’을 주제로 쓴 글을 발표했다. S. P. 
Langley, “The History of a Scientific Doctrine,” Scientific American, Vol. 
26(669supp) (October, 1888), pp. 10689-10690; S. P. Langley, “The History of 
a Scientific Doctrine,” Scientific American, Vol. 26(670supp) (November, 
1888), pp. 10707-10709; S. P. Langley, “The Laws of Nature,” pp. 921-927.

83)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800년에 윌리엄 허셜(Frederick William 
Herschel, 1738-1822)이 비발광 물체에서 적외선을 검출하여, 열과 빛이 같은 현
상인지 질문하였지만, 이내 이를 무시했고, 1804년에 토마스 영(Thomas Young, 
1773-1829)은 빛의 파동 이론을 주장했으나, 뉴턴의 추종자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 1811년에 드라로쉬(De la Roche)는 복사열이 증가하면 빛을 내므로 열과 
빛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요절하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했으
며, 베라르(Jacques Étienne Bérard), 브루스터(Sir David Brewster), 베이든 포웰
(Baden Powell) 등의 학자들이 이에 관해 추가적인 실험들을 하고 각기 다른 결론
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열과 빛의 특성에 관해 1843년 멜러니(Macedonio Melloni, 
1798-1854)가 최초로 확실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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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것이다. 랭글리는 과거의 실험가들이 수행했던, 복사열이 유

리를 통과하는지에 관한 실험은 오늘날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고 해 보

일 수 있다며, 왜 실험가들이 제대로 된 실험을 하지 못했는지, 혹은 제

대로 된 실험을 하고도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또 제대로

된 이론이 왜 주목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는지에 대해 의아함을 표

현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랭글리는 과학 이론들이 과학자들에게 교회의 교

리(doctrine)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빛의 파동설이

뒤늦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뉴턴이 입자설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뉴턴의

추종자들이 뉴턴의 광학 이론의 일부를 맹목적으로 답습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이 “어떤 과학자에게나 믿음의 잣대

(rule of faith)가 된 것은 뉴턴이 의도한 바는 아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과학의 발전이 뉴턴의 이론을 따르는 신앙과 매우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과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

점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기 초에 뉴턴

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스승보다 참을성 없이, 이 겸손한 신사

(뉴턴)를 과학의 교황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그의 조심스러운 의

견을 확실한 도그마로 만들어버렸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틀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의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마땅히 제명되어야 할 만한 공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84)

랭글리는 관찰이 아닌 권위자의 의견을 따랐던 과학의 모습이 종교와

비슷했다고 주장하며, 19세기 초에 빛의 파동성을 주장했던 영과 같은

학자는 “이단자”가 되고 빛의 파동 이론은 “이단”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또 과학이 이처럼 권위자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그는 과학이 “시

각이 아니라 후각을 따라 움직이며 …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각 개인의 독립적인 충동(impulse)”을 따

84) S. P. Langley, “ART. Ⅰ. -- The History of a Doctrine,”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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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활동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85) 이처럼 물리학의 역사가 뉴턴

패러다임의 맹목적 답습으로 인해 더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 랭글리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동료 과학

자들에게 철저한 경험주의적 정신을 주장하고 있었다.86)

베이컨주의에 대한 강조는 랭글리뿐만 아니라 옳은 과학적 방법론을

탐색하던 19세기 말~20세기 초 과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논의되던 것이

었다. 그러나 과학을 군중심리에 비유한 랭글리의 철학은 좀더 급진적인

것으로서, 그는 뉴턴주의 과학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역사적 고찰이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은 유럽식의 물리학 교육을 받지 않은 미

국의 실험물리학자에게서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87) 랭글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장비를 다루는 능력을 인정받아 1866년

부터 앨러게니 천문대(Allegheny Observatory) 소장을 맡게 되었던 천문

학자였다.88) 앨러게니에서 천문학 연구를 하는 동안 그는 정밀한 관측을

85) S. P. Langley, “ART. Ⅰ. -- The History of a Doctrine,” p. 2.
86) 모든 학자들이 베이컨을 다시 읽어보고 그 정신을 되새길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S. P. Langley, “ART. Ⅰ. -- The History of a Doctrine”; S. P. Langley, “The 
Laws of Nature.” 랭글리가 본 물리학의 역사를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 
1838-1916)가 1883년 <역학의 발달>에서 쓴 물리학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비된다. 마흐는 뉴턴 이론의 반증을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지만, 최근의 역학 이
론들도 과거의 법칙들을 토대로 세워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대와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위인들이 세워온 역학의 원리들을 정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의 교과서 형식에 가깝게 역사를 썼다. 

87) 랭글리는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랭글리는 
1902년에 「자연법칙(The Laws of Nature)」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연법칙 개념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이 “입법자(lawgiver)”라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근대의 산물일 뿐, 지금 시대에는 부적절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신이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기
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order)’를 탐
구할 수는 있어도, ‘법칙(law)’을 탐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S. P. Langley, 
“The Laws of Nature”; 이 논문은 원래 그가 찰스 퍼스에게 일반 독자를 대상으
로 작성을 부탁한 것이었는데, 퍼스가 그 내용을 평이하게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여겨 랭글리의 손에서 직접 쓰이게 된 것이었다. P. P. Wiener, “The 
Peirce-Langley Correspondence and Peirce’s Manuscript on Hume and the 
Laws of Na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91(2) (Apr. 5, 1947), pp.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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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제기해왔다. 1870년대에 흑점 관측을 통해 태양

표면에 관한 이론들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1890년대에는 볼로미터를 이

용한 적외선 관측을 통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대기 투과율이 높다는

기존의 통념이 틀렸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확성의 추구를 통해

물리학의 틈새를 파고든 랭글리의 천문학자로서의 활동은 그가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정확한 관측과 측정에 근거해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뉴턴주의 물리학

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89)

유체역학적 개념과 이론을 최대한 배제한 별도의 학문으로서 항공역

학에 대한 랭글리의 주장은 이처럼 그가 천문학자 시절부터 발전시켜온

과학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유체역학이 비행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새로운 항공역학을 주장하기

에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랭글리는 『실험들』을 통해 이처

럼 철저히 실험에 기초한 항공역학을 주장함으로써 이전의 항공학자들

과 논의의 차별점을 두고자 했다. 그러나 랭글리의 항공역학의 강조점은

비단 철저한 경험주의적 방법론에만 있지는 않았다.

88) 하버드 대학 천문대(Harvard College Observatory)의 수장이었던 조셉 윈록이 그
를 추천했다. C. Adler, “Samuel Pierpont Langley.” 

89) 랭글리의 정확한 관측법에 관한 논문들은 61번 각주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랭글리
의 흑점 관측을 통한 태양 표면에 관한 이론의 검증에 관한 논문, 볼로미터에 관한 
논문, 볼로미터를 이용한 관측 결과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 P. Langley, “ART. ⅩⅩⅡ.--On the Comparison of Certain Theories of 
Solar Structure with Observation,” American Journal of Science, Vol. 9 
(1875), pp. 192-198; S. P. Langley, “The Bolometer and Radiant Energ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Vol. 16 (May 
1880 – Jun. 1881), pp. 342-358; S. P. Langley, “The Bolometer 1,” Nature, 
Vol. 57 (1898), pp. 620-622; S. P. Langley, “On Recent Researches in the 
Infra-red Spectrum,” Report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894), pp. 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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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학 과학으로서의 항공역학

유체역학과 별도의 학문으로서 새로운 실험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었던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다른 한편으로 유체역학보다 훨

씬 더 실용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실험들』 서론에서 랭글리

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실질적인 비행기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실질

적 기술을 다루는 분야를 ‘항공역학’과 구별하여 ‘에어로드롬학

(aerodromics)’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항공역학은 바로 이 에어로드롬학

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었다.

이 논문은 그것들[평판]이 안정적으로 공중에서 유도될

(guided) 수 있다거나, 충격 없이 땅에 가라앉을 수 있다거나,

평판 자체가 [공기로부터] 지지받는 데에 최적의 형태라고 주

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알려진 원리를 이용해 무

거운 물체를 공중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

축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기술과 관련된 아주 다른 것에

관한 실용적 고려이며, 나는 이러한 기술을 [다루는 분야를]

잠정적으로 에어로드롬학이라 부를 것이다.90)

기존 항공학에서 비행에 관한 역학적 탐구와 실질적인 제작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면, 랭글리는 그 둘을 항공역학

과 에어로드롬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에어로드

롬학과 무관하기보다 오히려 에어로드롬의 설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평판에 대한 공기의 작용을 분석하거

나 공기라는 매질에 관해 탐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비행기의 개발에 유

용한 데이터와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과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

던 것이다. 랭글리는 에어로드롬을 제작할 때도 선회팔을 이용해 익형

(翼型)을 시험하는 항공역학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독창

90) 강조는 랭글리의 표시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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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험(original experiments)’이라고 불렀다.91)

『실험들』에 수록된 많은 실험은 비행에 유리한 에어로드롬 날개와

프로펠러의 조건과 필요동력을 계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앞서 『실험

들』이 품고 있던 세 가지 목적 중 두 가지, 즉 랭글리 법칙의 증명을

통한 비행기 개발 가능성 입증과 뉴턴 유체역학 비판을 통한 새로운 항

공역학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세 번째 목적은 이처럼 에어로드

롬이라는 비행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유리한 설계 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특히 5장~7장에 포함된 실험 중 대다수가 비행에 유리한 날개의 조건이

나 추진을 위한 프로펠러의 조건을 찾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령 5장에서

는 평판 하나가 아닌 한 쌍을 양옆으로 붙여 실험하거나, 어떤 종횡비에

서 양력이 가장 잘 발생하는지, 그리고 복엽 날개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 구체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랭글리는 종횡비가 클 때 낙하 속도가 느리

며, 두 평판 사이 거리가 4인치(약 10cm) 이상일 때 두 평판 주위의 유

동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또 6장에서는 종횡비가 클 때

더 낮은 속도에서도 활공할 수 있지만, 받음각이 30°이상일 때는 반대로

종횡비가 작은 평판의 ‘활공 속도’가 더 작음을 확인했다. 7장에서는 프

로펠러의 효율을 실험하고, 깃이 적을수록 효율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 항공기 프로펠러는 해양학에서 연구되는 선박의 프로펠러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하며, 해양학에서의 연구를 에어로드롬 연구에 적

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비행기의 실질적 제작의 문제를 다루는 에어로

드롬학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에어로드롬을 제작하

기 위해 항공역학 실험을 수행하였지만, 반대로 항공역학이라는 학문은

항공기가 개발된 이후에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항공학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단계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뉴커먼 기관이 발명되기 전의 열역학보다 덜 발전된 상태에 있다”고 언

91)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Smithsonian Contributions to Knowledge Vol. 27, No. 3, 1911),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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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92) 그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열역학 이론들이 발전한 것처

럼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에야 항공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

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을 통해 스스로 에어로드롬을 발명함으

로써 항공역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비록 열역

학보다 훨씬 실용적인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 항공역학을 정의하고 있

었지만 말이다.

이는 랭글리가 영국 항공학회나 유럽의 이전 학자들과 크게 다른 점

이었다. 영국 항공학회는 물리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체역학에서 이상적으로 정의된

‘평판에 부딪히는 유동의 속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 찾기’라는 경사면의

법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들의 주요한 과제로 규정했다. 반면 랭

글리는 비행의 원리를 찾는 과학적인 문제가 실질적인 항공기 개발과 연

관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발전되어온, 이상적 상황

을 다루는 개념적 문제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행기의 설계를 고

려한 실험들만이 비행의 원리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진하

는 평판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

라, 그것을 통해 ‘동력’과 같은 실질적인 설계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행

원리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실험들』의 가장 주요한 주장인 랭글리 법칙은 이러한 랭글리 과학

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잘 드러낸다. 랭글리 법칙은 속도와 동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여기에 ‘압력’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압

력’은 ‘동력’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측정될 뿐이다. 또한 랭글

리 법칙의 핵심은 단순히 속도와 동력 사이 관계를 구하는 데 있지 않

고, 양력이 무게와 같아지는 순간의 속도와 동력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랭글리는 평판의 무게 당 필요동력이 크지 않음을 보

임으로써 비행기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했다.93) 즉 랭글리 법칙은

고정익에 엔진을 단 항공기가 인간을 태우고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

92)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p. 4-5.
93) 랭글리는 무게와 동력 사이의 관계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였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었다. 규모 효과 때문에 무게 당 동력이 비례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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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기 위한 이론으로, 그 자체로 고정익 항공기의 설계를 염두에 둔 것

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새의 활공’에 대한 탐구는 항공역학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새의 비행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새를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

적이라는 것이다.94)

랭글리의 과학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천문학 역사가들에 의해 종

종 언급된 바 있다. 랭글리의 천문학을 살핀 연구자들은 그가 기상학이

나 생태학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심으로 인해 천체물리학에서의 질문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95) 랭글리 이후의 천체물리학자들이 태

양 복사물리학을 흑체복사 연구로 발전시킨 데 반해, 랭글리는 태양 빛

이 대기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바람에 연구를 더 발전시

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랭글리의 볼로미터 개발에 관해 연구한 과학사학

자 안드레아 롯저스(Andrea Loettgers)는 이에 대해 랭글리가 본래 볼로

미터를 개발할 때부터 기상학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볼

로미터와 그의 비발광 물체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흑체복사 연구에 유용

하게 쓰이게 되었지만, 랭글리의 태양 빛에 관한 관심은 원래부터 지구

대기와 지표면의 생태에 관한 관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다.96)

즉 랭글리가 볼로미터를 개발한 것은 태양의 복사 스펙트럼 자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지구의 식생과 기후라는,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물

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심사는 과학자였던 랭

글리가 항공학이라는 미개척 기술 영역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는지를

94)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 7.

95) Orville R. Butler, “The Birth of American Astrophysics: The Development of 
a Science in its Cultural Context.”

96) 랭글리는 “태양 에너지가 행성 표면에 오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구 대기에서 일어나는 태양 스펙트럼의 흡수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 질문에 대
답하기에 앞서 “행성의 토양과 같은 비발광 물체에서 나오는 열의 파장은 어떤 종
류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랭글리의 논문에 관한 논평을 살
펴보면 이 주제가 당대 천문학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 
Mattien Williams “Note on Prof. Langley’s Paper on the Direct Effect of 
Sun-spots on Terrestrial Climate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Vol. 37(2) (Dec. 1876)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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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랭글리가 스스로 실용주의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주장

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교리의 역사」에서 경험주의에 대한

논의를 기술과 연결 지었다. 랭글리는 철저한 베이컨주의에 대한 주장의

연장선으로서, 과학 이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야말로 과학적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이 진보한다는 기준은 어떠한 추론이나, 선험적인 진리나, 어

떤 권위 있는 진술이 아니라, 복사 에너지라는 우리의 독트린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을 통해

판별된다. 이 독트린의 도움으로 자연이 점점 더 우리에게 복종한

다는 확실한 사실, 혹은 길거리의 전깃불 등의 아주 많은 사례를

통해 독트린은 증명된다.97)

이어 그는 과학이 발전한다는 “증거는 추론에 있지 않고, 그것의 도

움으로 자연은 점점 더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독트린

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주장했다.98) 인류가 어떤 과학적 지식을 이

용해서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에 대한 옳은 지

식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주장한 과학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교리’를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한 교리가 기술적으로 잘 작동한다

면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사 에너지와 길거리

의 전깃불의 발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랭글리는

기술의 성공으로부터 물리학 이론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처럼 랭글리의 실용주의는 기술의 작동이 과학적 사실의 진위

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철저한 경험주의로서 뒷

받침되고 있었다.99)

97) S. P. Langley, “ART. Ⅰ. -- The History of a Doctrine,” p. 22.
98) Ibid.
99) 철저한 경험주의로서의 실용주의는 19세기 미국 과학자 사회에서 자주 논의되던 

것이었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흔히 실질적인 결과물의 ‘편리함’이나 ‘유용성’
을 중시하고,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과학적 지식은 타협을 보는 태도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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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글리의 실용주의가 퍼스 등의 철학자들에게 영향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100) 또한 랭글리의 실용주의는 철

학적으로 얻어지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뒷받침된 것에 가까울 것이다. 실

용주의는 과학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과학자

들이 흔히 제기하던 것이기도 했다.101) 또 응용과학(applied science)의

베이컨주의적 과학 지식으로서의 가치는 로버트 서스턴, 찰스 스타인메

츠(Charles Proteus Steinmetz, 1865-1923) 등 19세기 말-20세기 초 활동

하던 공학자들도 강조하던 것으로, 서스턴 등 공학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랭글리가 그러한 공학자들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랭글리가 항공역학을 물리학의 한 분과로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다루는 공학 과학으로 주장한 데에는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의 영향이

있었다.

항공역학은 비행기의 날개 형상, 즉 에어포일(airfoil)을 중심으로 형성

된 학문으로, 그 실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러나

랭글리가 다루었던 무게와 동력에 관한 계산들이나 설계적인 문제들은

‘역학’이라는 학문적 범주 안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것들이었다. 새로운 학

문으로서의 항공역학을 주장한 1893년 랭글리의 『실험들』은 곧바로 영

철학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찰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존 듀
이(John Dewey, 1859-1952) 등 미국의 초기 과학철학자들의 실용주의는 그보다 
훨씬 깊은 사유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과학철학자 장하석은 윌
리엄 제임스 등 미국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실용주의가 ‘유용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깊고 철저한 경험주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무언가의 참거짓 유무가 그것이 품고 있는 실질적인(practical) 결과에 따라서만 판
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H. Chang, “Pragmatism, 
Perspectivism, and the Historycity of Science,” M. Massimi and C. D. 
McCoy, Understanding Perspectivism: Scientific Challenges and 
Methodological Prospects (New York: Routledge, 2019), pp. 10-27.

100) 안드레아 롯저스는 랭글리가 퍼스의 실용주의적 철학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고
려하기도 하였으나, 영향이 크지 않았으리라 평가했다. A. Loettgers, “Samuel 
Pierpont Langley and His Contributions to the Empirical Basis of 
Black-Body Radiation.”

101) 스티븐 셰핀은 실용주의가 19세기 말 과학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가치 중 하나
였음을 이야기하였다. S. Shapin, The Scientific Life: A Moral History of a 
Late Modern Vo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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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레일리 경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영국 항공학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레일리의 『실험

들』에 대한 논평은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았

다. 결국 엔진의 동력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실험들』의 많은 내용은

항공역학의 바깥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랭글리의 또다

른 항공역학 저작 「바람의 내적 작용」과 더불어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물리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다룸으로써 19세기 말까지 항공학

의 이론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논의하고자 한

다.

3.3. 『항공역학 실험들』에 대한 레일리의 비판과

「바람의 내적 작용」

앞선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880~1890년대에는 새의 활공 원리를 둘러

싼 논쟁이 활발히 일어났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관계만 가지고

는 비행을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항공학자들은 바닷새가 몇 시간 동안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골

몰했다. 그러나 위치에너지-운동에너지 패러다임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

한 나머지 ‘새가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는 활공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고, 새의 활공을 옹호하는 학자 중에서도 ‘새가 서서히 하

강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유법

은 항공학자들이 자주 활용하던 주요한 설득 방법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리처드 프록터는 물수제비 비유를 통해 공기의 반발력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비유법은 마땅한 역학적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하

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였다. 랭글리는 비행을 설명하는 비유들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 학자 중 하나였다. 『실험들』에서는 왜 종횡비가 큰 날개

가 더 큰 양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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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

주 얇은 얼음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고 빨리 움직이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 앞뒤로보다 양옆으로 두 배 더 긴 평판에

대한 공기의 작용은 스케이트 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 하지만 앞 변 길이가 6인치인 평판

은(가로, 세로 길이가 같으면)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따

르는 것과 같고, 두 번째 사람은 앞 사람이 이미 지나가서 조

금 가라앉은 얼음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102)

약한 얼음이 스케이트를 신고 빨리 지나가는 사람을 견딜 수 있듯이,

공기도 속도가 빠른 물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종

횡비가 큰 날개가 공기로부터 더 잘 지지받을 수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설명했다. 랭글리가 에어로드롬에 대해 쓴 1897년의 기사에서는

프록터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물수제비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며, 여기에

서는 아이가 연을 당기면서 달리면 연이 날게 되는 것처럼 평판에 엔진

을 달아 추력을 주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103)

랭글리가 사용한 비유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이전의 항공학 연구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70년대에 새를

관찰함으로써 비행을 연구했던 영국의 생리학자 제임스 페티그루(James

Bell Pettigrew, 1834-1908)도 비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적극적

으로 사용했다.104) 페티그루는 새의 운동을 관찰하여 새가 공기의 흐름

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케이트 비유와 연 비유를

모두 사용했다. 그는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연과 같다며,

인간이 이미 새의 비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

만 그의 연구에서의 정량적 측정의 결여와 함께 이러한 잦은 비유의 사

102)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 34.
103) S. P. Langley, “The Flying Machine,” McClure’s magazine, Vol. 9(2) (1897), 

pp. 647-660.
104) J. B. Bettigrew, Animal Locomotion: Or, Walking, Swimming, and Flying, 

with a Dissertation on Aeronautics (HS King & Company,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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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그의 연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영국의 의사 아

치발드 가로드(Sir Archibald Edward Garrod, 1857-1936)은 페티그루가

“물리학의 기본 원칙도 모른다”며 그의 설명이 일개 생리학자가 “모호하

고 화려한 비유”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105) 아직 과학의

범주에서 다뤄지지 못한 대상과 현상에 관해서는 ‘객관성’이 요구되고 있

었고, 그러한 객관성을 얻는 데에는 ‘측정’과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106) 반면 가로드와 비슷한 시기, 새를 갖고 비슷한 연구

를 수행했던 프랑스의 생리학자 에티엔 마레(Étinne-Jules Marey,

1830-1904)의 연구는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마레가 전기적 측정 도구

를 이용해 새의 운동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이었다.107)

페티그루와 마레 모두 인간의 비행 가능성에 대하여 우호적인 설명을 제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 방식으로 인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었다.

랭글리의 항공학 역시 그 이론의 탁월함보다는 실험의 정밀성으로 인

해서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 레일리는 랭글리의 『실험들』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처 지에 이에 대한 논평을 실어 랭글리의 실험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108) 그는 “(랭글리의) 작업은 능숙함과 철저함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이 저자(랭글리)에게 자연스레 기대되는

바”라고 하며, 랭글리의 정교한 실험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랭글리가

유체역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실험들』을 작성했던 만큼, 레일리

는 이 논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어조로 논평했다. 그는 랭

글리의 주장들이 이미 물리학자들이나 유럽의 항공학자들에 의해 주장되

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평판의 속도가 증가하면 양력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프랜시스 웬햄과 윌리엄 프루드(William Froude,

105) A. H Garrod, “Animal Locomotion; or, Walking, Swimming, and Flying,” 
Nature, Vol. 9 (1874), pp. 221-222.

106) 19세기 ‘객관성’의 가치의 대두와 그것의 역사적 의미 변화에 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L. Daston & P. Galison,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2007).

107) É. J. Marey, La Machine Animale: Locomotion Terrestre et Aérienne 
(Paris Librairie Germer Bailliére, 1873).

108) Rayleigh, “Experiments in Aer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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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79)가 이미 입증한 바 있다는 것이다.109) 또 뉴턴의 경사면의 법

칙에 대한 검토도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키르히호프의 수정된 공식

이 실험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언급했다. 레일리는 『실험들』에 담긴 내

용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일리가 『실험들』에 유난히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랭글리가

이전의 유체역학이나 항공학 연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완전히 새로운

항공역학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레일리 역시 1899년에는 선회팔 장치

를 제작하여 간단한 실험들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경사면의 법칙이

옳지 않음을 확인했다.110) 랭글리가 『실험들』을 통해 이론을 반증하는

실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레일리에게는 랭글리가

그것을 통해 유체역학의 패러다임 전체를 부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여겨

졌다. 레일리는 랭글리의 논문에서 “내가 알기로, 수평으로 진행하는 평

판의 낙하 속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다뤄지거나 실험적으로 측정된 적

이 없었으며, 내가 보이려 하는 실험 조사는 새로운 것이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전의 이론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의 연구가 새

롭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관적인 체계(uniform regime)를 세

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빼고는, 두 가지(유체역학과 항공역학) 사례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랭글리가 자신의 연

구를 완전 새로운 것으로 언급한 것은 말 그대로 그러한 실험이 이루어

진 적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레일리가 랭글리의 실험 결과들이 ‘기존의 유체역학으

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

히 그는 평판의 모양에 따라 다른 정도의 양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

하고자 했다. 종횡비가 클 때 양력이 더 잘 발생한다는 사실은 키르히호

프의 경사면의 법칙으로도 설명될 수 없었기에 새로운 설명이 도입되어

야 했다. 레일리는 평판과 유동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평판 윗면을 지

나는 층류의 어느 지점에 흡입(suction)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제공하였

109) 프루드는 해양학에서 추진 효율과 관련한 이론과 프루드 수(Froude number)로 
유명한 해양공학자이다.

110) Rayleigh, “Ⅴ.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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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마찰’이라는 설명은 후일에는 기각되었다.

한편 『실험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인 동력과 무게와 속도의 관계는

레일리의 논평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랭글리가 “커다란

규모의 비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이 또한

페노가 1876년에 주장했던 것과 같다고 언급했을 뿐이었다. 레일리는 새

의 날개가 퍼덕일 때 하는 일에 대한 페노의 계산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노가 새의 날개의 퍼덕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계산했

다면, 랭글리는 비행기 날개의 모델인 평판을 이용하여 동력을 계산했다

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났는데, 레일리는 그 차이를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

았다. 그러면서 그는 랭글리가 주목한 ‘동력’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안정성도 물론 중요한 문제였으나, 당시 아직 가벼운

엔진을 갖고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가 없었기에, 동력 역시 무시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111) 이로써 비행기에 관한 과학으로서 주장되고 있었던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험들』이 유체역학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레일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1893년 출판된 랭글리의 또 다른 항공역학 논문인

「바람의 내적 작용」은 레일리의 이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당시 물리

학계에서 좀더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 「바람의 내적 작용」은 항공학

역사에서 거의 분석된 적이 없는데, 로버트 테일러(Robert E. Taylor)가

랭글리의 항공학에 대해 쓴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테일러는 랭글

리가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 새의 비행과 비행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였으나, 당시 미국의 학자들에게 완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았음을 이야기했다.112) 그러나 랭글리의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설명이 레일리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은 조명된 적이 없었다. 랭글리의

111) 오늘날의 항공학에서 안정성은 조종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안정성이 
좋아지면 조종성이 낮아지고, 조종성이 높아지면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비행
이 성공하는 데에 안정성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4절에서 다루겠지만, 랭글리의 에
어로드롬들은 안정성을 중시하여 거의 조종할 수 없는 항공기였던 반면, 라이트형
제는 조종성을 중시한 비행기를 개발했다.

112) R. E. Taylor, “A Historical Study of Samuel Langley and His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irplane,”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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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레일리가 1883년 제안한 새의 활공에 대한 세 가지 설명 중

한 가지에 천착하여 연구된 것이었다. 레일리는 1883년 짧은 논문을 통

해 새가 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원리를 제안했다.113) 첫째는 새

의 비행 경로가 수평이 아니고 살짝 위를 향하여, 비스듬하게 바람의 저

항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가 아닌 바람이 비스듬하게 분다는 것

이고, 셋째는 바람의 성분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세 가지 모두 바

람의 ‘저항’에 집중한 것이고, 날개의 형상이나 미세한 받음각이 충분한

양력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것이었다.

랭글리는 레일리의 이 세 가지 설명 중 세 번째, 즉 바람의 성분이 균일

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바람의 내적 작용」을

작성하였고, 역시 그의 실험의 탁월함으로 인해 인정받았다.114)

113) Rayleigh, “The Soaring of Birds,” Nature, Vol. 27(701) (1883), pp. 534-535.
114) S. P. Langley, “The Internal Work of the Wind,” Smithsonian 

Contributions to Knowledge, Vol. 27 (Washington, 1893), pp. 1-23.

그림 3.3. 「바람의 내적 작용」 풍속 측정 그래프. 풍속이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S. P. Langley, “The Internal Work 
of the Wind”, P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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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들』이 항공기 설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실험들을 포함함으로써

공학 과학으로서의 항공역학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바람의 내적 작

용」은 그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덜 드러나는 자연과학 논문에 가까

웠다. 이 논문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활공하는 새를 관찰한 경험

을 다루며 새의 날개에 바람이 강력하게 작용함을 보인다. 랭글리는 돌

풍이 부는 날에 워싱턴의 포토막 강에서 독수리가 몇 시간이고 날개의

움직임 없이 뱅글뱅글 도는 것을 관찰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까지 물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운동 법칙과 배치되지 않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라 이야기

한다. 2부에서는 바람 속의 공기 분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과 속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을 보이고자 실험을 수행한다. 그는 풍속계를 활용하

여 바람의 수평 성분의 속도를 측정하고, 바람의 속도가 시시각각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였다. 이것은 수평 성분만을 실험한 것이었지만, 그는 모

든 방향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제각기 다르고 시시각각 변화할 것이라 추

정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새가 윗방향의 공기 성분을

잘 활용하여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레일리가 10년 전 제기한 이론

을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의 내적 작

용」은 실증을 중시하는 랭글리 과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

나 이것은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힘이나 현상에 관해서가 아니라, 바

람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행기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항공역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작이었다.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 양력에 대한 이해는 날개나 평판과 만나는

바람이 아닌 바람의 자체적 특성에 주목하고, 결국 새의 뛰어난 조종 능

력을 강조하였기에, 전진 비행으로 인한 양력 효과를 강조하는 『실험

들』에서의 항공역학적 이해와 충돌했다. 『실험들』에서는 빠르게 진행

하는 평판 위쪽 공기의 작용이나, 공기의 점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의 설명은 공기의 그러한 특성에 주목하지 않

았다. 『실험들』에서 유체역학을 비판하던 랭글리가 역학 법칙과 배치

되지 않는 설명을 제안하는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실험들』에 대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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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평가에서 영향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4절에서 살피겠지만, 랭글리

의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이해는 에어로드롬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

영되었는데, 이는 비행에 불리한 설계였다.

19세기가 저물 때까지 레일리의 항공학 이론 역시 날개 주위 유동에

대한 과학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 레일리의 양력에 관한

설명은 주로 에너지 보존이나 작용-반작용 원리 등 물리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으며, 현대적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1899년 레일리는

「비행의 역학적 원리(The 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라는 제목

으로 새의 비행 원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115) 이 논문에서도 그는

대기와 바람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바람

이 수평으로 분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의 수직 성분이 훨씬 강하다며 바

닷새가 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의 상승 기류가 세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새가 거의 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레

일리는 랭글리가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 바람의 불균질한 특성을 실

험적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가 작은 상승 기류

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후 레일리는 위치에너지

차이에 대한 공식을 제시하며, 새가 상승하며 얻은 에너지만큼 윗 방향

으로 바람이 불어주어 바람이 일을 해준다고 설명했다.116) 이러한 고전

역학에 천착한 관점 때문에 레일리는 ‘활공’보다는 ‘날개치기’가 인간에게

더 유력한 비행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날개치기는 바람을 유리한

방식으로 일으킬 수 있어 더 확실하게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

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117)

물론 레일리도 전진 비행의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레일리는 이

논문에서 랭글리 법칙과 비슷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페노의 증명을

참조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키르히호프의 경사면의 법칙, 즉 경사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받음각의 사인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

115) Rayleigh, “Ⅴ.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 pp. 1-26.
116) Ibid., p. 6.
117) 날개의 왕복운동을 이용하였을 때 날개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대해 계산

하였다. Ibid.,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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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sin 라는 식을 세웠다. 그리고 받음각이 충분히 작고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커질수록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무

한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후 “에너지 손실 없이 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밖에 없다”며 랭글리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는

수평으로 나는 방식은 매우 빠른 속도가 요구되어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대신 헬리콥터가 좀더 안전한 수단이며, 그보다도 새처럼 날개치기를 하

는 비행 형태가 헬리콥터보다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만약 비행기가 개발되지 못하고 오니솝터가 일찍 발전했다면, 레일리의

판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일리가 논문을 발표하고 불과 4년

후 인간이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날게 되면서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비행기가 아직 항공역학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

어포일 주변으로 흐르는 고속 유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분적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비행 이론은 비행기가 발명되고 나서야 발

전될 수 있었고, 레일리의 유체역학 이론들도 항공역학의 문제가 정의되

고 나서야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일리의 『실험들』 논평

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는 비행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체역학 이론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1920년대 이전까지 영국의 항공역

학은 유체역학의 특수한 경우로서 다루어지게 된다.118)

요컨대 랭글리의 항공역학 연구는 정밀 실험과 그 데이터로 인해 인

정받았으나, 랭글리가 『실험들』에서 가장 강조했던 항공기의 무게와

동력에 대한 주장은 중요하게 주목받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레일리의 양

력 이론에 부합하는 「바람의 내적 작용」이 『실험들』보다 더 의미 있

118)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항공역학은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미국의 항공역학은 영
국의 항공역학을 많이 참고하였지만, 유체역학 전통이 부족했으므로 실험적인 성격
이 더 강했다. 독일의 경우는 루드비히 프랑틀(Ludwig Prandtl, 1875-1953)을 중
심으로 항공기 날개 주위의 유동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방식을 많이 발전시키게 된
다. 1920년대 이후 NACA로 건너가게 된 독일 항공학자들이 미국 항공학자들에게 
독일 항공역학을 전해주게 되면서 항공역학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과학사학자 하시
모토가 1차대전 이후 NACA의 항공학자들이 독일 항공학자들로부터 항공역학을 전
수 받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T. Hashimoto, “Theory, Experiment and 
Design Practice: The Formation of Aeronautical Research, 1909-1930” (Ph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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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아들여졌는데,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 주장하는 바람 성분을 이

용한 양력 설명은 곧 살아남지 못한 설명이 되었다. 또한 그러한 설명은

바람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양력 발생 효과를 가져온다는 『실험들』

에서의 이해를 퇴색시키는 것으로서, 에어로드롬 제작에 거의 도움이 되

지 못했다. 그러나 필요 동력의 계산을 강조하는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이후의 항공역학 분과 형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으

며, 그러한 실질적인 동력에 관한 계산은 항공역학이라는 분과 바깥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항공학 역사가들이 랭글리의 항공역학에서 의

미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였다. 하지만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비행에 대한 역학적 문제가 아직 성공하지 않은 비행기라는 기술을 염두

에 두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밝히고, 비행기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항공학자들보

다 분명 한발 더 나아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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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로드롬과 과학

무거운 물체도 빠른 속도를 얻으면 많은 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비행할

수 있다는 랭글리의 주장은 웬햄이나 페노 등의 항공학자들에게서 먼저

등장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랭글리 이전 1870~1880년대 항공학자들은

비행기 개발이 당장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전진 비행

의 양력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엔

진이 너무 무겁고 효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했다. 1891년 랭글리가 『실

험들』을 발표하였을 때는 1880년 비행 논쟁이 벌어졌을 때보다 엔진 기

술이 훨씬 더 발전한 상태였다.119) 앨러게니에서 항공학 실험을 시작한

1887년부터 에어로드롬 No. 0를 만들기 시작한 1891년까지, 랭글리는 선

회팔을 이용한 평판 실험 외에도 페노가 1870년대에 발명한 고무동력기

모델들을 참고하여 고무동력기를 제작하고 이를 시험해보았다.120) 그러

다 『실험들』 출판 이후에는 스미스소니언 작업장으로 옮겨와 엔진 동

력 비행기인 에어로드롬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다.

189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에어로드롬 시리즈는 랭글리와 조수들의

솜씨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896년

5월 드디어 최초의 유지된 비행(sustained-flight)에 성공한다. 에어로드

롬 No. 5와 No. 6는 [그림 4.1.]과 같이 두 쌍의 날개와 꼬리날개를 갖

고, 두 날개 사이에 엔진과 프로펠러 한 쌍을 장착한 형태였다. 철로 만

들어진 뼈대에 천을 붙여 날개를 만들었는데, 뼈대는 속이 빈 튜브형으

로, 가능한 한 무게를 최소화하였다. 날개는 다시 피아노선을 이용하여

119) 항공학 역사가들은 페노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라
고 본다.

120) 랭글리가 만든 고무동력기는 모델 종류만 30~40개 정도였고, 만들어진 고무 동
력기는 총 백 개 정도였다. 이 모델들은 날개 형상, 꼬리날개 형상, 프로펠러의 개
수와 위치, 날개, 복엽 날개의 위치 등 다양한 특성에서 차이가 났다.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 11. Aerodrome이라는 이름은 air-runner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aerodromoi에서 착안하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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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었다. 날개를 앞뒤로

배치하는 것은 안정성과 양

력 측면에서 불리한 설계인

데, 랭글리는 이것을 인지하

지 못했다.121) 랭글리의 에

어로드롬 No. 5가 작은 모델

이었으므로 큰 성취가 아니

었다는 해석이 많은데, 이것

의 크기는 날개길이(wing

span)가 각각 약

3.65m(12ft), 4m(13ft), 기체

의 전체 길이가 약 5m(16ft)

로,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컸고, 무게도 약 13.6kg(30lb) 정도로 페노

의 장난감 항공기들보다는 훨씬 무거웠다.122) 두 날개는 모두 캠버

(camber)를 갖고 받음각이 있도록 살짝 기울어진 형태였다.123)

버지니아주 콴티코 등지의 포토막 강에서 발사된 에어로드롬 No. 5는

1분 30초 동안 첫 비행에 성공하였고, 이후 바로 두 번째 발사에서도 1

분 31초 동안 비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에어로드롬 No. 5와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던 에어로드롬 No. 6이 더 장시간 비행에 성공했다. 알렉

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은 랭글리의 고무

동력기와 에어로드롬 시험의 사진을 찍고, 비행 고도와 거리, 시간 등을

기록하는 관찰자 역할을 자처했다. 에어로드롬 No. 5의 성공에 대해서

벨은 아주 든든한 보고자가 되어 주었다. 벨은 에어로드롬 No. 5 비행

성공 이후,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에 랭글리의 비행에 관해

121) 『실험들』에서는 복엽을 염두에 두고 실험을 했는데, 왜 에어로드롬은 복엽으로 
만들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랭글리가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앞뒤 날개 형
태가 아니라 복엽기 형태를 채택했다면, 무인 항공기를 성공시키는 데 훨씬 적은 
기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유인 비행에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122) 날개 길이는 날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123) 캠버 날개는 양력 발생에 유리하도록 날개를 위쪽으로 향하는 곡선 형태로 만드

는 것으로, 그 정도를 길이로 나타낸 것을 캠버라고 한다.

그림 4.1. 에어로드롬 No. 5. 1975년과 1993년에 보
강 작업을 거쳤고, 날개 구조가 교체되었다. 미국항
공우주박물관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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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는 글을 보내며, “비행을 목격한 누구나 기계적 비행의 가능성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124)

이후 랭글리는 1898년부터는 군부의 지원을 받아 그레이트 에어로드

롬을 만들기 시작했다. 1898년 12월에는 엔진 제작자 스티브 발처와 계

약하여 가벼운 내연기관을 제작하였고, 1899년에는 집배(houseboat)와

발사 장치를 더 크게 제작했다.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은 무인 에어로드롬

과 구조가 거의 비슷했지만 날개길이 14.8m(28ft 5in), 기체길이

16m(52ft 5 in), 높이 3.5m(11ft 4in), 무게 340kg(750lbs)으로 크기가 아

주 커졌다.125)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제작은 무인 에어로드롬만큼이나 오

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1903년 9월에 집배로 옮겨졌고, 10월 7일 첫

시험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발사 장치로부터 이륙은 성공했

지만 금방 고꾸라져 강물에 빠져버렸다. 이를 복원하고 바람 잔잔한 날

을 기다려 다시 시험한 것이 12월 8일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꼬리날개가 발사대에 걸려 발사과정에서 망가지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연구 개발의 성공과 실패

과정에서 그의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고, 과학자

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에어로드

롬학’이라는 명칭을 갖고 이루어졌던 에어로드롬의 과학적 설계 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랭글

리의 과학이 에어로드롬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랭글리

항공학이 미국 사회에서 가졌던 힘이 그의 과학적 연구의 우수성에서 기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항공역학과 에어로드롬학이 갖고 있었던, 기술을

실현하는 낙관적 힘에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124)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125) 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 1호는 날개 길이 12.2m(40.3ft), 코드 길이(chord, 날개

의 너비) 2m(6.5ft), 전체 기체의 길이 약 6.4m(21ft)로, 날개 길이가 길고 기체가 
짧은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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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에어로드롬

에어로드롬 개발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랭글리의 에어로드롬이 어떤 의

미를 가지고 개발되었는지, 또 랭글리의 ‘에어로드롬학(aerodromics)’이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인

간이 타고 날 수 있는 비행 기계의 개발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면, 그 증명의 완수는 실제적인 비행기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가벼운 열기구나 연, 또는 글라이더 비행을 시도하고 있었던 다른

항공학자들과 달리 랭글리는 다른 형태의 항공기는 거의 만들어보지 않

고, 오직 고속으로 추진하는 비행기 형태에 집중했다. 라이트형제나 옥타

브 샤누트처럼 1900년대에 비행기를 제작한 항공학자들은 그 이전에 글

라이더를 먼저 제작하고 시험 비행한 후에 비행기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행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한 방법으로 생각되었

다. 반면 랭글리는 그러한 선행적인 시도 없이 바로 비행기 개발에 착수

하였다. 이것은 그가 랭글리 법칙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비행기가 개발

가능함을 보이는 것을 에어로드롬 개발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

었다.

1891년 이후에는 비행기에 관심을 갖는 학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랭글리 혼자만은 아니었다.126) 그러나 여전히

비행기의 ‘실용성(practica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했다.

비행기가 인간이나 무거운 짐을 옮길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

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였다. 랭글리는 에어로드롬 개발의 목

표를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 증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러한 고

126)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에 항공학 연구를 시작했고, 옥타브 샤누트는 랭
글리가 에어로드롬 비행에 성공한 1896년 아우구스투스 헤링(Augustus Herring)
과 글라이더 실험을 하였다. 하이람 맥심(Hiram Maxim)도 랭글리가 항공학 연구
를 시작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항공학 연구를 시작하였고, 클레망 아데르는 
1890년에 엔진을 단 비행기로 이륙에 성공하였다. 아데르는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
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항공학 역사가들은 그가 비행을 유지하지는 못했
다고 이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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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념을 불식시키고 항공 개발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랭글리가 비행에

성공하고 나서 1897년 맥클루어 지(McClure’s Magazine)와 스트랑 지

(The Strand Magazine)에 발표한 글은 에어로드롬의 ‘과학적’ 성취를 강

조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랭글리는 이 글들에서 자신의 에어로드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특히 나의 것으로 보이는 작업, 즉 기계적 비행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을 이제 끝냈다. 다음 단계는 이 아이디

어를 상업적, 실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세상은 다른 이

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 만약 세계가 새로운 가능성이 왔음

을 알아차리지 않고 머리 위의 거대한 보편적인 고속도로가

곧 열릴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계는 움츠러들 것이다.127)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제작은 비행기가 개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었으며, 사람이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실용

적인 운송 수단을 만드는 것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에게 부차적인 일

이었다. 여기서 랭글리의 목적이 비행기라는 기술 개발 자체에 있지 않

고, 비행의 과학적 원리를 정복하여 비행기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무인 비행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거의 10년에 걸친 노력이 “오로지 순수한 과학적 흥미”에서였다고 설명

했다.128)

랭글리는 에어로드롬이 『실험들』에서 밝혔던 무게와 속도와 엔진

동력에 관한 계산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랭글리 법

칙과 그것이 대표하는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에어로드롬의 핵심적인 특징

으로 선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학자로서 랭글리의 자부심의 원천이

었다. 랭글리는 자신이 인간의 비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리들’을 찾았

다고 생각했으며, 그중에서도 고속 추진이 무거운 물체의 비행에 유리하

127)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9. 맥클루어 지와 스트랑 지
의 두 글은 거의 비슷하다.

128) Ibid., p. 719.



- 71 -

다는 원리와 그에 필요한 동력의 계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129)

자연은 [비행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인간은 왜 하지 못했는

가? 아마 인간이 시작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일 것이며, 비행이

기초한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기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일 것

이다. … 활공하는 새의 힘들이지 않는 비행을 고려한다면, 가

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실패의] 결과들로 이끈 법칙들

을 버리고,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번에

비행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하는 원리들, 예

를 들어 얼마나 많은 마력이 [비행에] 필요한지를 직접적인 시

도를 통해 찾기 위함이다.130)

3절에서 보았듯, 『실험들』의 주요한 작업 중 하나가 특정 속도와

받음각에서의 필요동력을 계산하는 것이었는데, 랭글리는 이러한 속도와

동력 사이 관계를 밝혀냈기에 자신이 비행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랭글리의 항공학 연구가 처음부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에어로드롬에 관한 그의 서술은 언제

나 그 과학적 원리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었다. 항공

역학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고무동력기나 에어로드롬 등 실제 항공기를 개

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비행기를 직접 제작해보아야만 비행

특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학적 측면을 강조했다. 선회팔을

이용한 평판 시험은 여러 측면에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므

로, “실제 자유 비행의 특성을 정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131)

『실험들』에서와 같은 선회팔 실험은 모든 축에서 자유도가 결여되어

있어 평판이 비행에 실패할 일이 없으며, 날개를 지지하는 버팀줄로 인

해 유동의 간섭이 일어날 일도 없는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이유

로 랭글리는 실제로 비행기를 제작해보아야만 비행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129) Ibid., pp. 707-709.
130) Ibid., p. 707.
131)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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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무동력기를 제작하다가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유에 대해서도 그는 고무동력기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비행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1887년 4월에 만들어진

복엽 고무동력기는 선회팔을 이용해 실험하였을 때 시속 16km(초속

4.5m)로 진행할 때 활공할 수 있었는데, 고무동력으로는 그 정도의 속도

를 낼 수 없었다. 또 무게에 비해 동력이 충분하더라도 동력이 수 초밖

에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력이 오래 지속되는 엔진을 이용해

야 비행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132) 즉 고무동력기와

에어로드롬은 모두 비행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실험 도구로서 정의되고

있었다. 그리고 에어로드롬은 고무동력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

된 실험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랭글리가 에어로드롬을 연구하는 활동을 따로 ‘에어로드롬학’이라 이

름 붙인 것도 이것이 과학적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랭글

리의 에어로드롬학은 에어로드롬의 제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정

보들을 기록하고 비행기라는 기술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학문으로, 랭

글리는 에어로드롬학이라는 이름 하에 비행기 연구에 관한 정보를 많이

남겨놓았다. 항공역학이 비행기와 관련한 기초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었다면, 에어로드롬학은 설계적인 부분의 세부사항들을 다루는 학문으로,

비행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에어로드롬학은

항공역학과 제어, 구조공학적 탐구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랭글리가 얻

어낸 개별적인 원리들이 에어로드롬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는 에어로드롬학이 “아직 시작 단계인 기예 혹은 과학(inchoate art or

science)”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언급에서도 그의 과학에 대한 강조가

드러난다.133)

‘비행기’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에 대한 공학 과학으로서 항

공역학을 주장함으로써 유럽 항공학자들과 차별을 두었던 랭글리는, ‘에

132) Ibid., p. 11;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0.
133)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 7;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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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드롬학’에 있어서는 기술적 발전보다는 ‘비행의 기초 원리’를 강조하

고 있었으며, 충분히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

럼 랭글리가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 그의 과학의 우수함을 매우 강조하

고, 자신의 기술이 자신의 과학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자

신의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항공학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다른 엔지니어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그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집중이 오히려 설계

적 문제점들을 낳았으며, 에어로드롬학이 충분히 공학적이지 못했던 것

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실패 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4.2. 항공역학이 반영된 에어로드롬 설계의 문제

‘에어로드롬학’은 발사와 착륙, 안정성 등의 실제 제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항공역학 연구보다 훨씬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오

랜 시간이 걸렸다. 랭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

했던 스미스소니언에서의 에어로드롬 연구는 항공기 몸체와 엔진의 제

작, 날개 형상의 실험과 제작, 발사 장치 제작, 야외에서의 비행 테스트,

그리고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에 해당하는, 『실험들』에

서와 같은 항공역학 연구들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러

부문의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134) 또한 제어나 구조역학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가 함께 고려되고 있었으므로, 항공공학의 대

표적인 네 가지 분야인 항공역학과 구조역학, 추진, 제어 분야 모두가 아

주 기초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랭글리가 에어로드롬 제작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무

게와 필요 동력의 조건을 맞추는 일이었다. 『실험들』에서 얻었던 무게

와 필요 동력에 관한 계산은 실제 설계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

134) 랭글리가 분류한 것이다.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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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랭글리는 자신의 실험에 따라 200파운드의 평판이 1마력만 있으

면 ‘특급열차의 속도’(160km/h 이상으로 추정됨)로 날 수 있으므로, 1마

력당 20파운드 이하로 제작될 수 있는 당시의 엔진과 보일러를 이용하면

그 무게의 열 배에 해당하는 날개를 공중에 띄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

였다.135) 그러나 랭글리가 월링 테이블과 놋쇠 판을 이용하여 구한 관계

식은 커다란 날개에 비례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다. 길이가 일차원적으로

길어지면 무게는 삼차원적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 효과

(scale effect)의 문제는 일찍이 랭글리 법칙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

다. 비행기를 만들고 보니 예상보다 무게가 무거웠으므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

무인 에어로드롬 제작 당시에는 가벼운 엔진을 만들기 어려웠기에 비

행기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항공기에 탑재될 만한 가벼

운 엔진을 제작하는 것은 기존의 엔진 제작자들이 하던 일이 아니었으므

로, 가벼운 내연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랭글리는 무인 에어로

드롬에 증기기관을 이용했는데 이마저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어려웠고,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서 짧은 시간의 비행만 가능했다. 랭글리

는 엔지니어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비

행기라는 새로운 복합적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의 기술

적 발전이 동반되어야 했다.136)

랭글리가 다양한 에어로드롬 모델을 제작하고 시험한 것은 이러한 동

력과 무게의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랭글리는

가장 먼저 증기기관과 보일러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았다. 랭글리는 1891년에 에어로드롬 No. 0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날려

135) 랭글리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비행기를 마치 평평하거나 구부러진 판 위에 엔
진을 얹은 것이 난다고 생각하였다. aeroplane은 원래 ‘비행기’보다는 ‘비행 날개’
를 뜻했다. 랭글리식 비행기를 구분 짓는 가장 특징적인 구조물이 바로 날개였으므
로 점차 비행기를 aeroplane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 비행기의 날개는 새의 
날개와 달리 고정되어 있으므로, 비행기의 날개를 wing보다는 plane이라 부르는 
것을 선호했다. 

136)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p. 710-717. 랭글리는 엔진을 가
볍게 만드느라 정작 추력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만약 추력이 강
한 엔진에 더 집중했다면 무게를 많이 줄이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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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고 다음 모델, 그다음 모델을 만들었다. 1892년에는 에어로드롬

No. 1, 1892~1893년에는 No. 2, No. 3가 만들어졌으나 추력 대비 무거운

무게로 인해 날지 못했다. 이 모델들을 만드는 동안 랭글리는 다양한 엔

진과 날개 형상을 시도해보았고, 가장 가벼운 엔진과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1893년에는 마침내 만족스러울 만큼 가벼운 증기기관을

완성하고, 11월부터 에어로드롬 No. 4~No. 6을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야

외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137)

이후에는 날개를 실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날개는 가볍게 만

들면 너무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데, 날개를 강하게 보완하면 그만큼 무

게도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엔진과 보

일러를 제작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 에어로드롬 No. 4~No. 6 개발

작업의 상당 부분은 날개를 가볍게 만들어 날려 보고, 약해서 부러지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가벼운 재료를 이용하여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역학적 탐구가 요구되었으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제작 시에는 랭글리의 조수 맨리가

구조공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판명 났다. 계산 결과 대부분의 파트가 탄성 한계 너머의 응력

(stress)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대의 항공기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

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재료공학적인 발전 또한 부재했다. 구조역학적 분

석을 통해 알아낸 수치들이 거의 도움 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만들어보

며 시험하는 수밖에 없었다.138)

랭글리는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것도 여러 번 고민했다고 회고

했다.139) 1891~1893년까지 스미스소니언 작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시험된

137)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p. 710-711; S. P. Langley, 
Story of Experiments in Mechanical Flight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1897), p. 53.

138)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1;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139) 무인 에어로드롬 제작 과정에서 랭글리는 무한 회귀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엔진 
동력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비행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비행
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행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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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드롬 No. 0~No. 3과 1893~1894년까지 시험된 에어로드롬 No. 4의

경우에는 날개가 부서져서 날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심지어 에어

로드롬 No. 4는 포토막 강의 발사대 위에서 아주 작은 산들바람만 불어

도 무너질 정도로 연약했다. 랭글리가 1891년 엔진 동력 비행기를 처음

만들고자 했을 때는 안정성의 문제를 에어로드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로 정의하였으나, 5년 동안의 제작 과정에서는 구조와 추진, 발사 장치

의 문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안정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40)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0.

모델 제작시기 세부사항
Aerodrome No. 0 1891 두 개의 증기기관, 완성되기 전에 중단됨.
Aerodrome No. 1 1892 날지 못함.
Aerodrome No. 2 1892-1893 날지 못함.
Aerodrome No. 3 1892-1893 압축공기기관. 날지 못함.
Aerodrome No. 4 1893-1894 야외 실험 시작. 날지 못함.

Aerodrome No. 5 1894-1896 

무게 약 30lb(13.6kg), 1.5마력 증기기관 사용. 
이중 보일러가 5파운드(약 2.3kg), 엔진이 26
온스(약 737g)를 차지함.
성공하기까지 야외 실험은 총 약 20일 수행.
1896년 5월 6일 1차 비행(오후 3시 5분) : 1분 
30초 동안 약 반 마일 (800m) 비행.
2차 비행(오후 5시 10분) : 1분 31초 동안 약 
3000 ft (900m) 비행, 속도는 약 36km/h.

1898 ~ 시험 모델로 사용.

Aerodrome No. 6 1894-1896

Aerodrome No. 4를 개조. 엔진 2기 사용.
무게 12kg 미만.
1896년 11월 28일 1분 45초 동안 4200피트(약 
1.3km) 비행, 속도는 30mile/h(약 48km/h).

1898 ~ 시험 모델로 사용.

Aerodrome A or
Great Aerodrome

1898-1903

군부 지원을 받아 제작 시작. 시험 모델인 No. 
5, No. 6으로만 야외 비행 시험을 하다 1903년 
8월부터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야외 시험 시작. 
12월의 비행 실패와 함께 프로젝트 종결.

표 4.1. 에어로드롬 모델별 제작시기와 특징, 성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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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행기를 처음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을 고려하고 타

협해야 했다. 특히 항공기에 쓰일 만한 가볍고 강한 엔진이 부재한 상황

에서 추력과 무게와 구조적인 문제를 적절히 타협하여 첫 무인 에어로드

롬을 개발한 것은 큰 성과였다. 문제는 무인 에어로드롬이 갖고 있던 많

은 문제점들이 가벼운 내연기관을 사용한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설계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 문제점들은 랭글리의 과학 자

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가 대안적인 설계를 시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이제 무인 에어로드롬과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설

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에어로드롬 시리즈의 발사 장소로 선택된 집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

가 많은 구조물이었다. 집배는 시험에서의 편의성과 랭글리의 역학적 고

려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구조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쪽

의 집은 에어로드롬 조립과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사용되

었고, 지붕 위쪽에는 발사대를 설치하였다. 집배의 작업장은 필요한 공구

나 부품들을 보관하여 워싱턴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데 드는 수고를 줄이

는 효과가 있었고, 기술자들의 임시 숙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141) 이것은

무인 에어로드롬 시험 때는 더 간단한 형태였으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개발 때에는 에어로드롬의 크기를 고려하여 훨씬 크게 만들어졌다.142)

랭글리가 발사 장소로서 강 위에 떠 있는 집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추락 시에 에어로드롬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143) 안전한 착륙은 아직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지표면과의 충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부표를 달고 날기

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비행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

나였다.144)

140)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p. 711-717.
141)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 and the Airplane, 1875-1905. 
142)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때는 약 60x40(ft) 크기로 지어졌다.
143)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2. 발사대가 수면으로부터 약 

16피트(약 5미터) 정도 높이에 있게 하여 에어로드롬이 낙하하더라도 얼마간 공중
에 떠 있을 수 있게 하였다.

144) “Flying Machine Fiasco,” The New York Times (Oct. 8, 190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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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의 설계는 랭글리의

‘바람의 내적 작용’에 관한

‘과학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

었는데, 그러한 과학적 이해

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집

배와 발사 장치는 알바트로스

처럼 큰 새들이 많은 거리를

도움닫기 하여 이륙한다는 항

공학자들의 자연사적 연구를

참고하여 생각해낸 것이었는

데, 랭글리는 이때 새들이 바

람을 등지고 달린다는 웬햄의

관찰 보고에 영향을 받아 뒤

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

고자 했다.145) 그래서 에어로드롬 No. 4의 시험 때에는 달리는 배 위에

서 후미 쪽을 향해 바람을 등지고 비행기를 발사했다.146) 이러한 방식은

발사 시 추진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륙 시에 안정적으로

양력을 얻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시도는 곧 중단되었지

만 랭글리는 그것이 왜 문제였는지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3절에서 보았

듯, 「바람의 내적 작용」에서의 양력에 대한 이해는 바람 안에도 다양

한 속도 성분이 있고, 새가 그중에서 위 방향의 성분을 이용해 난다는

것으로, 『실험들』에서의 이해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다. 랭글리

는 바람을 타고 이용하며 나는 비행 원리에 대한 고려로 인해 빠른 속도

로 바람을 극복하고 나는 비행에 대한 이해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에어로드롬은 충분히 바람을 뚫고 나아갈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집배 지붕 위의 발사 장치 또한 무인 에어로드롬 시험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발사 장치는 평판 실험을 통해 계산된 만큼의 충분한

145)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p. 712-713.
146) Ibid., p. 712.

그림 4.2. 1903년 포토막 강에 떠있는 집배와 발사
대에 설치된 에어로드롬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ollections, https://www.his 
tory.navy.mil/our-collections/photography/numer
ical-list-of-images/nhhc-series/nh-series/NH-02
000/NH-2247.html (2021.08.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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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얻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발사 단계에서부터 엔진을 사용

한다면 훨씬 강한 추력이 요구되어 엔진 장치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당시

로서는 필요한 장치였다.147) 하지만 랭글리의 발사 장치는 스프링의 탄

성력을 이용하여 갑작스럽게 가속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발사에 불리

한 형태였다. 발사 장치 자체가 복잡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에어로드롬

날개가 자주 걸렸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가속도를 주어 에어로드롬

의 약한 날개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발사에서

대안적인 발사 장치를 고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랭글리는 기본적인 아이

디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1903년 12월의 마지막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발

사에서도 발사대에 꼬리날개가 걸려 망가지게 된 것이었다. 글렌 커티스

가 1914년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복원 비행을 했을 때에도 발사 장치는

사용하지 않았다.148) 이러한 문제는 대안적인 설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

었다. 라이트형제도 1903년 플라이어 1호 시험에서 랭글리와 비슷한 약

18m(60ft) 길이의 발사 레일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부가 장치가 없는

단순한 레일 형태로 언덕 경사면에서 중력을 이용하여 서서히 가속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에어로드롬이 발사대에 걸릴 위험이 없으면서도 안

정적인 발사를 가능하게 했다.

동력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것 또한 에

어로드롬 개발의 문제점 중 하나였다. 모든 에어로드롬 시리즈는 강철로

된 얇은 뼈대를 이어붙이고 천을 덧대어 날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지

만 매우 약했다. 랭글리는 『실험들』에서 계산한 무게와 동력 사이 비

율에 천착하여, 엔진의 동력에 맞추어 무게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들

였던 것이다. 이처럼 약한 에어로드롬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랭

글리는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을 택하여 고요한 강물 위에서 비행 시험

을 했으나, 에어로드롬들은 작은 돌풍에도 쉽게 부서졌다. 반면 랭글리와

147) Ibid., p.714.
148) 커티스가 발처-맨리 엔진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커티스가 발

사 장치 없이 이륙할 수 있었을 만큼 엔진의 추력은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커티
스는 그 엔진이 근래에 만들어진 것처럼 정교하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Seth 
Shulman, Unlocking the Sky: Glenn Hammond Curtiss and the Race to 
Invent the Airplane, Prologue.



- 80 -

비슷하게 12마력 엔진 2기를 사용하여 플라이어 1호를 제작한 라이트 형

제는 일부러 바람이 강하게 부는 키티호크 해변을 선택하였고, 플라이어

호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었다. 라이트 형제의 통찰은 풍동을 사용하여

날개에 강한 바람을 불어주는 시험을 많이 해보며 자연스레 얻어진 것이

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누가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더 나은 자

연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그러한 비행 원리에 대한 이해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고, 자연의 어떤 특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엔지니어링

센스’가 요구되고 있었다.

안정성(stability)의 문제에서도 랭글리의 과학적 판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비행기가 개발되기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했던 안정성

문제는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개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무

인 비행기인 에어로드롬 No. 5와 No. 6은 자동 제어가 필수적이었고, 에

어로드롬의 확대 버전인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역시 안정성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랭글리는 고무동력기를 이용한

제어 연구를 병행했으며, 단순하고 확실한 피칭(pitching)과 롤링(rolling)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페노의 러더(rudder), 혹은 꼬리날개를 활용하였

다.149) 그런데 랭글리의 안정성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날개가 공

기와 부딪힐 때 생기는 압력 분포의 중심인 압력 중심과 항공기 무게중

심, 그리고 추력 벡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었다.150) 무게중

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압력 중심은 기체의 자세에 따라 바뀌기에,

랭글리는 항공기의 자세에 따라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 그레이트

149)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p. 7-9, 45-52.

150) 이러한 압력 중심과 무게중심에 대한 고려는 일찍이 『실험들』 연구에서도 중요
한 문제로 나타났던 것인데, 이는 뉴턴적인 고전 유체역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다. 랭글리는 『실험들』에서 역학의 기초 가정과 이론들을 버리고 기초적인 실험들
부터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압력 중심에 대한 고려와 힘의 평형은 랭글리
에게 받아들여도 되는 기초 가정에 속했던 것이다. 랭글리에게 『실험들』은 “가설 
없이 오로지 실험만을 보이는 것”으로 의도되었으나, 그는 그 과정에서 “관찰을 서
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몇 가지 공식들만”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했다. 
S. P. Langley, Experiments in Aerodynamics,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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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드롬에 추를 달았다.151) 이는 오히려 항공기의 안정성에 방해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다른 설계적 시도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 라이트형제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혁신이 탑승자가 러

더와 날개 뒤틀림(wing warping)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조종간을 만든

것이라 이야기되는데, 이는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아닌 압력 중심에 변화

를 주는 설계를 한 것이었다. 같은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다양한 설계 방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측정 기술로 압력 중심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었으므로, 라이트형제의 설계는 압력 중심과 무게중심의

계산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즉 이론적 지식에 집중하는 것은 안정

성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랭글리는 자신이 발견한 비행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에어로드

롬 제작에 적용하려 했으나, 그의 공학적 판단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사실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제작에는 수많은 엔지니어 조력자와 조수들이

활약하였고, 그들의 공학적 견해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랭글리는 에어로

드롬 제작이 그의 항공역학과는 달리 엔지니어링의 영역에 속하므로 엔

지니어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많은 엔지니

어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엔지니어 조수들을 고용하는 등, 공학적 지식

과 전문 인력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랭글리는 스미스소니언의 직원들을

에어로드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거나, 외부의 유능한 젊은 엔지니어들을

조수로 고용했다.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개발의 참여자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

다. 미국 상무성 표준국(Bureau of Standards)에 소속돼 있던 물리학자

칼 바루스(Carl Barus, 1856-1935)는 작업 초반에 랭글리의 부족한 역학

적 지식을 보완해주고 랭글리와 기계공들 사이 소통을 도왔다. 스미스소

니언의 기계 기술 큐레이터였던 존 왓킨스(John Elfreth Watkins Sr.,

1852-1903)는 무인 에어로드롬의 증기기관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였고, 기계공 몰트비(L. C. Maltby)는 엔진 디자인을 돕고 금속공정을

감독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유능한 항공학 개척자 중 한 사람인

151)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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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헤링(Augustus Moore Herring, 1867-1926)은 랭글리의

1895년에 에어로드롬 프로젝트에 가담하였다가, 랭글리의 독선적인 실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스미스소니언을 떠났다.152) 또 그레이트 에어

로드롬 개발 때에 랭글리는 기계공학 엔지니어 로버트 서스턴에게 자문

을 받았고, 자동차 제작자이자 발명가 스티븐 발처(Stephen M. Balzer,

1864-1940)에게 엔진 제작을 맡겼다.153) 이처럼 에어로드롬 개발에는 많

은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오가고 있었다.154)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개입하였다 해도, 랭글리

가 에어로드롬 제작의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었다. 그 결과 에어로드

롬은 엔지니어들의 공학적 직관이 반영되기보다는, 랭글리의 과학적 의

견을 따라 제작되었다. 그가 조수들이나 기계공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

위를 점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하는 바람에 아우구스투스 헤링

처럼 유능한 조수들이 떠나가기도 하였고, 공학적 측면에서 더 나았을지

모르는 제안들을 놓치기도 했다. 랭글리의 조수 찰스 맨리는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에는 집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랭글리의 확

고함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155) 집배와 발사 장치를 제작하는 데 많

은 시간과 자금이 투여되었므로 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에어로드롬 성공

에 더 유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제작을 위해 투입된

맨리가 모든 조수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랭글리의

권위적인 리더십에 가장 잘 적응하였기 때문이었다.156) 에어로드롬의 설

152) 이후 그는 옥타브 샤누트, 글렌 커티스 등과 함께 작업하며 미국 초기 항공 산업
을 이끌었다.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 and the Airplane, 
1875-1905.

153)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당시 코넬 대학에 있었던 서스턴은 랭글리에게 자신의 학생이었던 맨리
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T. D. Crouch, op. cit.

154) 맨리 이외에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제작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조수로 있었다. 
E. C. Huffaker, L. C. Maltby, B. L. Rhinehart, R. L. Reed. George E. Curtiss

155)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156) 톰 크라우치는 맨리가 랭글리가 찾는 “도덕적으로 신망 있는”, “이상적인 조수”
였다고 강조하였다.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 and the 
Airplane, 187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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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제작은 철저히 랭글리의 통제하에, 그의 과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

어졌다.

랭글리 법칙과 바람의 내적 작용에 대한 원리들은 랭글리가 「항공역

학 실험들」이나 「어떤 독트린의 역사」를 통해 강조했던, 철저한 관찰

과 실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원리들이었다. 문제는 기술이 단순히

랭글리가 발견한 단편적인 과학적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개발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직관적 사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했다. 설계

(design)가 과학적 사고와는 아주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학 역사

가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설계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학

보다 많은 판단이 한꺼번에 요구되며, 이론적 고려 외에도 도면을 작성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기술자들의 암묵지가 중요하

게 작용한다는 것이다.157) 또 설계 과정에서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이 확

립되지 못한 채 타협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전

복되기도 한다. 항공공학 역사가 월터 빈센티(Walter Guido Vincenti)는

엔지니어링의 방법론은 원인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론과는 달리 최적의

설계를 위해 많은 지식을 타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1930년대 데

이비스 날개(Davis Wing)가 기존의 항공역학적 지식과는 다른 설계를

시도하여 성공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158) 비행기라는 기술이 처음 만

157) 공학자들은 엔지니어링에서 수학적 해를 찾는 것만큼이나 ‘직관’이나 ‘감각’이 중
요하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유진 퍼거슨은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도면을 
그리는 등, 이론적이지 않은 지식들이 공학자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
요성이 배제되어 왔던 공학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 Eugene S. Ferguson, 
Engineering and the Mind’s Eye (The MIT Press, 1992); Henry Petroski, 
Invention by Design: How Engineers Get from Thought to Th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기술사학자 에드윈 레이튼(Edwin Layton)도 독자적 지식
으로서의 기술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에 설계(design)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폈다. 
E. Layton, “Mirror-Image Twins: The Commun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19th-Century America,” Technology and Culture, Vol. 12(4) 
(Oct., 1971), pp. 562-580; E. Layton, “Technology as Knowledge,” Technology 
and Culture, Vol. 15(1) (Jan., 1974), pp. 31-41.

158) W. G. Vincenti, What Engineers Know and How they Know It: Analytical 
Studies from Aeronautical History (The Johns Kopkins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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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질 때도 몇 가지 과학적 원리보다 훨씬 많은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

었으므로, 항공역학 원리에 강조를 두는 랭글리의 방법론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강조하던 랭글리 법칙과 바람의 내적 작용과 관련

된 원리들은 비행기 설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더 컸다.

결국 랭글리는 에어로드롬을 비행 원리의 기술적 체현으로 바라보았

으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의 혁신을 시도하는 공학자적 관

점을 결여하고 있었다. 당대 다른 미국의 항공학자들이 엔지니어였던 것

과 대조적으로 랭글리는 과학자로서 항공학에 뛰어들었으면서 과학자로

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는데, 그러한 정체성은 에어로드롬이라는 기술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에어로드롬은 바람과 날개의 상호작용에 대한

랭글리의 ‘과학적’ 고려가 가득 담긴 기술이었으나 바로 그 과학적 원리

에 대한 강조가 에어로드롬 개발을 실패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랭글리 법칙과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가진 한계점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비행기라는 기술의 전망을 이끄는 과학으로서 가치가 있었다.

1896년 무인 에어로드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 효과에도 불구하

고 랭글리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력이 감소한다는 랭글리 법칙이 옳다

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랭글리는 비행기가 만들

어져야만 항공역학이 발전한다고 보았고, 그 점에서 이전의 항공학자들

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었다. 비행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의 비행 원리가 아니라, 일단 그것을 만들어보는 행위였다. 다음 절에

서는 랭글리의 항공학이 당시 미국의 과학자, 공학자들에게 어떻게 인식

되고 있었는지 살피고, 랭글리의 항공역학이 지녔던, ‘기술을 실현시키는

힘’을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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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실패?

1896년 5월 첫 성공을 거둔 랭글리는 11월에 에어로드롬 No. 6 비행에

성공한 후에야 그 소식을 프랭크 카펜터(Frank C. Carpenter)라는 기자

를 통해 미국 언론에 보도하였고, 1897년에는 에어로드롬의 성공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 벨의 증언과 사진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그 성공 소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실용적 기술로서의 에어로드롬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159) 그러나 무인 에어로드롬 제작

을 통해 무거운 물체의 비행을 증명하는 일을 완수했다고 여겼던 랭글리

는 한동안 실용적인 비행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랭

글리는 점점 노쇠해지고 있었다. 1897년 그는 에어로드롬 성공을 대중에

알리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지 미리 알았더라면, 또 얼마나

많은 삶(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할지 알았더라면, 시작하는 것을 망

설였을 것”이라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서 상업적인 항공기 개발은 기술자들이나 사업가들에게 맡기고 인간이

탈 수 있는 에어로드롬을 만드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처럼 말했

다.160) 그러나 그는 도전을 멈출 수 없었다. 랭글리의 각별한 조수 맨리

는 무인 비행에 성공한 랭글리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이끌렸다고

설명했다.161)

유인 비행기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갖고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져야 했기에 스미스소니언 외부로부터의 후원이 필요했다. 이에 그는 곧

바로 군부의 지원으로 눈을 돌렸다. 이때부터 랭글리의 프로그램은 꽤

다른 성격으로 변모한다. 그의 프로젝트가 정부를 위해 군사적인 목적으

로 쓰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랭글리는 1898년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제작하기 위한 자금을 군대로부터 지원받는 데

159) 유럽에서는 기사 사진이 잘못 실리는 바람에 랭글리의 성공 소식에 대한 의심이 
더 컸다. R. E. Taylor, “A Historical Study of Samuel Langley and His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irplane,” pp. 53-56.

160)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9. 127번 각주 인용구.
161)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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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에 있었던 랭글리의 절친

한 조력자 찰스 월콧(Charles D. Walcott, 1850-1927)과 미국의 통신주

임(chief signal officer)이었던 아돌푸스 그릴리 장군(Adolphus

Washington Greely, 1844-1935)이 크게 도왔다. 랭글리와 월콧은 전쟁

무기 연구로서 군부의 지원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릴리 장군은 에

어로드롬을 임박한 미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군부에 제안했

다.162)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곧바로 전쟁을 위한 실질적인 무기로 사

용되리라 기대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정부에서도 전쟁 무기로서 비행

기 개발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매킨리 대통령도 랭글리의 에어

로드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매킨리는 비행기가 미래의 ‘전쟁의 엔

진(engine of war)’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육해군 공동 위원회를

결성하여 랭글리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이로써 랭글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2만 5천 달러라는 금액을 지원 받고, 미국을 위한 무기

를 발명하는 과학자로 변모했다.163)

랭글리는 비행기 개발을 지원할 주체가 있다면, 사업가가 아닌 정부

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업적인 비행기 개발은 그의 고려사항에 없었기

때문이다. 랭글리는 천문학과 항공학 연구 과정에서 개발한 기기들을 한

번도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던, 사리사욕 없는 과학자로서의 이상을 지닌

인물이었다.164) 랭글리의 앨러게니에서의 천문학 연구는 펜실베이니아의

162) 1898년 4월 21일~8월 13일까지 치러진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당시 군부는 이 
전쟁을 위해 무기 발명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470개의 발명품들이 검토되었고, 
이중 24개가 항공기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R. E. Taylor, “A Historical Study 
of Samuel Langley and His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irplane,” p. 64.

163)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p. 123-124; R. E. Taylor, “A Historical Study of Samuel Langley 
and His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irplane,” Ch. 5. 
Langley and the Large Aerodrome.

164) 사리사욕 없음은 19세기 과학자들 사이에서 강조되던 미덕 중 하나였다. S. 
Shapin, The Scientific Life: A Moral History of a Late Modern Vocation; 19
세기 말 미국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과학자가 ‘과학자(scientist)’라 불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 종사자는 ‘전문가(professional)’이라 불리기도 했다. P. 
Lucier, “The Professional and the Scientist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Isis, Vol. 100(4) (Dec. 2009), pp. 6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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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호 윌리엄 쏘(William Thaw, 1818-1889)의 많은 후원으로 유지되었

는데, 랭글리는 에어로드롬 개발을 이처럼 ‘과학적 작업’으로서 후원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165) 1903년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비행 실패와 함

께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연구가 종료되어야 했던 이유도 이와 관련 있었

다. 군부의 지원금이 바닥나자, 맨리는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받아 에어로

드롬을 상업화하는 선택지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는 랭글리가 그러한 선

택지를 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맨리는 랭글리가 이전부터 그의

에어로드롬과 관련하여 특허를 하나도 등록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존

경심과 안타까움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이전부터 그가 에어로드롬과 관련된 가

치 있는 어떤 것이든 특허를 내야 한다고 설득하였지만, 그는

한결같이 거절했다. 그는 [이제껏]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최선의 노력을 세상에 바쳐왔으므로, 지금에 와서 그

자신의 과학적 작업을 상업화(capitalize)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

할 수 없었다.166)

랭글리에게 과학의 공유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었기에, 랭글리의 천문학 장비들과 더불어 에어로드롬과 관련된 기술들

중에는 특허로 등록된 것이 없었다. 이에 비하면 군부의 지원을 받는 것

은 훨씬 선호되는 선택지였다. 군사적 목적을 위한 비행기 개발은 그의

과학자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다. 오히려 랭글리는 비행기를 강력한 공

격 무기라기보다는 전쟁을 종식할 기술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비행

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던 1897년에도 비행기가 세계 평화를 가

져다줄 것이며,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적어도 이것이 전쟁의 조건을 완전히 바꿀만한 것이라

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두 적국이 서로의 모든 움직임을

165)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 281.

1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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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고, 적으로부터 지켜낼 방어선이 없으며, 적의 공격에

대항해 나라를 지켜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전쟁이 멈추는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희망해볼 수 있다.167)

비록 군부는 전쟁 무기로서 에어로드롬 개발을 지원했지만, 랭글리는

세계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그의 연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활동이 여전히 개인적인 과학적 탐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 했다. 계약이 체결될 때 그는 모든 자금의 운용권과 연구의 책임과

모든 정보와 결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168) 비록 에어

로드롬 No. 5가 30파운드(약 13.6kg) 정도로, 성인의 몸무게보다는 훨씬

적은 무게가 나갔지만, 무인 에어로드롬이 성공한 상태에서 유인 에어로

드롬의 성공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기술적 개선의 문제에 속했다. 따라

서 이제 유인 에어로드롬 개발에는 ‘과학적 증명’이라는 수식은 붙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여전히 이것이 비행기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169)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개발은 초반부터 잡음이 많았다. 랭글

리의 에어로드롬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은 점점 드세졌다. 아직 성

공한 적이 없는 허무맹랑한 기술에 군대가 자금을 투여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큰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랭글리는 천문학자로서의 업적이

나 에어로드롬 No. 5의 성공보다는, 국가의 자금이 투여된 그레이트 에

어로드롬의 개발 소식 때문에 훨씬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렇게

소문이 많은 에어로드롬을 랭글리가 공개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는 데

불만을 품었다. 1903년의 랭글리는 국가의 막대한 자금을 얻고도 결과를

보여주기는커녕 에어로드롬 개발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지도 않는, 미

심쩍은 권력층 인물로 낙인찍힌 상황이었다. 이에 어떤 옹호자는 랭글리

167)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9.
168)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p. 123-124.
1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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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이 군사기밀이니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저명한 과학자

이자 이 나라의 충실한 종(servant)”인 랭글리에게 대중이 분노를 쏟아

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70) 그만큼 랭글리의 에어로드

롬은 비밀스러운 군사적 프로젝트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개발 활동이 1898년부터 갑자기 비밀스

럽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전까지의 무인 에어로드롬 개발 과정 역시

언론이나 학계에 알려지지 않고, 항공학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학자, 기

술자, 발명가, 기업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다. 이는 그 내용이 극비사

항이어서가 아니었다. 랭글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험을 널리 알리기를 꺼렸다. 에어로드롬 No. 4~No. 6

의 비행 시험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버지니아의 콴티코 마을 등지의

포토막 강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랭글리는 비행 시험 때 기

자를 동반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자신의 시험 과정의 목격자가 되어

줄 믿을 만한 눈이 필요했다. 마침 비행 기계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

었던 그레이엄 벨이 그러한 눈이 돼 주었던 것이다. 벨은 “1년도 더 전

부터 이 에어로드롬들의 성공적인 비행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려왔고,

“랭글리 교수가 당시에는 결과들을 공개하기 꺼렸기 때문에, 내가 본 것

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중요한 증인이 되어 주었다.171)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개발에서의 기밀 유지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랭글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을 때 공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 점을 군부와의

계약에서도 중시했다. 하지만 비밀 유지의 당부는 곧바로 지켜지지 못했

는데, 1898년 11월 9일 국방부와의 공식 회의가 열린 뒤 불과 이틀 후

워싱턴 포스트에 랭글리의 계약 소식이 1면에 실린 것이다. 워싱턴 포스

트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랭글리가 아닌, 아돌푸스 그릴리 장군이라

보도함으로써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개발이 완전한 군사적 프로젝트인 것

170) Stevenson, “The Langley Aerodrome,” The New York Times (Aug. 30, 
1903), p. 9.

171)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다음 글에서도 벨의 증언을 찾을 
수 있다. S. P. Langley & A. G. Bell, “A Successful Trial of the Aerodrome,” 
Science, New Series, Vol. 3(73) (May 22, 1896), pp. 7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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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대중에 알렸다. 1903년이 끝날 때까지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비행

시험은 10월과 12월, 사실상 두 번밖에 수행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에어

로드롬 No. 5와 No. 6를 개조한 모델들의 비행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이 모든 시험들은 한 번 공개될 때마다 수많은 비난을 견뎌야 했

다. 랭글리는 “강제된 공개(enforced publicity)”로 인해 에어로드롬을 둘

러싸고 근거 없는 예상과 추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했

다. 그러면서 “모든 과학자들에게, 나아가 모든 신중한 사람들에게는 결

과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에어로드롬

개발의 기밀성을 과학의 특성이라고 일축했다.172) 1903년에 절정에 치달

았던 랭글리와 에어로드롬을 둘러싼 소동은, 과학자의 비밀주의와 대중

의 정보공개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던 것이다.

랭글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에어로드롬과 같은 비행기가 성공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의 산투

스두몽처럼 가벼운 기체를 이용하는 비행선이 훨씬 유용하다고 주장하

며, 랭글리의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겼다. 많은 기자들이

이쪽 편에 서서 「랭글리 교수 또다시 좌절하다(Prof. Langley foiled

again)」, 「비행기의 낭패, 랭글리 교수의 비행선이 완전한 실패를 증명

하다(Flying Machine Fiasco, Prof. Langley’s Airship Proves a

Complete Failure)」, 「랭글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Langley Wants

More Money)」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비판 여론은

더욱 심화되었다.173) 또 설령 비행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항공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비행기의 아이디어는 1840년대에 이미 등장했지만, 반세기 동안 실패만

거듭해왔다’라며, 랭글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74)

172) “Prof. Langley’s Experiments,” The New York Times (Aug. 20, 1903), p. 8.
173) “Prof. Langley Foild Again,” The New York Times (Sep. 4, 1903), p. 1; 

“Langley Wants More Money,” The New York Times (Sep. 20, 1903), p. 10; 
“Flying Machine Fiasco : Prof Langley’s Airship Proves a Complete Failure,” 
The New York Times (Oct. 8, 1903), p. 1; 당시에는 비행기나 비행선을 뜻하는 
말들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Airship은 랭글리식 비행기나 산투스두몽식 비행
선 모두를 일컬을 수 있었고, Flying machine도 마찬가지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하는 기계를 일컫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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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랭글리의 도전을 우호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많았다. 스미스

소니언 협회장으로서 랭글리는 미국 학자 사회와 엔지니어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항공학에 관심을 가진 인물 중 랭글리와 접촉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랭글리의 스미스소니언 작업장 바깥에서

는 그레이엄 벨과 찰스 월콧, 칼 바루스, 알베르 잠(Albert Francis

Zahm, 1862-1954)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외적으로 든든한 지원군

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벨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항공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가까워진 그룹으로, 랭글리를 당시 비행기 개발에 성공할

만한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여겼다. 그들은 펀딩이나 언론 보도, 과학자

사회에 대한 홍보,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를 도왔다.175)

1900년 즈음에는 랭글리 외에도 옥타브 샤누트, 아우구스투스 헤링,

라이트형제 등의 엔지니어들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랭글

리만이 유럽의 산투스두몽의 비행선에 대적하여 비행기를 개발할만한 유

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무인 에어로드롬을 개발한 이

력이 있었고, 잘 갖추어진 작업장과 조수들이 있었으며, 충분한 자금도

확보하고 있었다. 유능한 과학자로서 랭글리의 이미지도 그가 비행기를

개발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다. 랭글리는

홀로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과학자의 이미지로 언론에 비추어졌다.

정말 과학적 근거에서 공중 항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은 랭

글리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랭글리는 20년 동안

조용한 실험실에서 새가 어떻게 나는가라는 위대한 자연의

비밀을 탐구해 왔다. 그는 모든 종류와 모든 크기의 새들을

분류하였고, 그의 새에 관한 글들은 조류학에 가장 가치 있는

174) Jersey, “Prof. Langley’s Experiments,” The New York Times (Aug. 16, 
1903), p. 8. 비행기의 실용성은 라이트형제의 1903년 키티호크 비행 성공 이후에
도 오랫동안 의심스럽게 생각됐다. 라이트형제는 1908년 여름에 프랑스와 미국에
서 비행기의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나서야 항공학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비행기를 
상업화할 수 있었는데, 그전까지 비행기는 너무 빠른 속도와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운송 수단으로 생각됐다.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 
and the Airplane, 1875-1905. 

175) T. D. Crouch, A Dream of Wings: American and the Airplane, 187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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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중 하나다. 그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후로 10년

동안 비행선(airship)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새들

이 아주 적은 노력을 들여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비행의 비밀은 무게에 비해 아주 큰 동력이라는 것을 알

아냈다.176)

이 뉴욕 타임즈 편집자는 랭글리를 실험실 속 고독한 과학자의 전형

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랭글리가 1866년부터 20년 동안 앨러게니에서

고독한 천문학 연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항공학과는 관련이

없었다.177) 랭글리가 항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886년부터이고,

1887년에 항공역학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무동력기 실험을 함께 시작

했으므로, 그의 비행 원리에 대한 탐구 작업은 언제나 비행 기계의 제작

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기사의 편집자는 랭글리를 다른 엔지니어나 발

명가들과 구분되는 순수한 과학자로 포장함으로써 그의 연구에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이렇게 ‘과학자’로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랭글리는 항공학에 관

심을 가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항공학의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

석한 과학자로 여겨졌다. 특히 랭글리가 인간이나 짐을 운송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실험들』과

랭글리 법칙은 비행기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강조되

었다. 랭글리의 연구들은 비행기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기

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896년 옥타브 샤누트는 다음과 같이 랭글리의 1891년 『실험들』이 인

간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제공했다고 논평했다.

… 랭글리 박사의 연구가 출판되기 전에는 항공학의 2000년

176) 강조는 필자 표시이다. “Coming Flying Machine Contest,” The New York 
Times (Feb. 23, 1902), p. 29.

177) 앨러게니 천문대에 있다가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의 회장 자리를 승낙한 이유 
중 하나가 고립에서 벗어나 과학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
다. C. Adler, “Samuel Pierpont Lang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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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문제를 사람이 풀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유

능한 공학자와 과학자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항공

역학의 실험들』이 출판된 이후에는 현명한 공학자 중에서 인

간의 비행 문제에 대한 해답 가능성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

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것이 최근 5년간의 변화다. 불신은 사

라졌고, 과학적 질문에의 흥미가 생겨났으며, 실험을 위한 건

전한 기초가 만들어졌고, 많은 연구자에 의해 유용한 결과들이

발전했다.178)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랭글리 법칙을 비롯한 그의 항공역학 이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는지는 의심해보아야 하지만, 비행기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랭글리처럼 권위 있는 과학자의 과학적 ‘증명’은 큰 힘이 되

었다. 랭글리가 『실험들』에서 보인 무게와 필요 동력의 계산은 유럽의

항공학계에서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당대 미국의 과학자, 공학자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랭글리의 계산식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

지든 상관없이, 그것은 비행 기계의 실용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비판을 받았던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제작 활동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1903년 12월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의 실패에 대해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다’며 화가 난 모습을

보였던 랭글리였지만, 그는 그 실패가 단지 시행착오에 불과하다고 여겼

다. 콴티코에서의 에어로드롬 No. 4~No. 6 비행 시험도 수십 번의 실패

를 거쳐 성공했으므로, 그레이트 에어로드롬도 성공하기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이 바닥나고, 랭글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랭글리는 더이상 정부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179) 맨리가 만난 잠재적 후원

178) C. D. Walcott, “Samuel Pierpont Langley and Modern Aviation,” 
Proceeding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65(2) (1926), p. 79.

179) 맨리는 언론이 랭글리의 실패를 “최종”적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만약 랭글리의 건강과 체력이 남아있었다면, 그의 실험은 발사 
사고로 인해 낙담되거나 [대중의] 비판과 오해로 인해 중단되지 않은 채 계속됐을 
것”이라 역설했다.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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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추후에 상업화하겠다는 조건 하에 후원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연

구를 더이상 이어나갈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가

거의 15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랭글리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랭글리의 실패는 그의 과학의 실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실패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04년 1월 뉴욕에서 랭글리가 주최하고, 출판업자이자 기업가였던 존

브리스번 워커(John Brisben Walker, 1847-1931)가 진행한 만찬 자리에

서는 미래의 교통을 이끄는 수단이 비행기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

다. 참석자들은 수평 비행에 필요한 동력과 무게의 관계에 관한 랭글리

방식의 계산에 익숙했다. 그들은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1마력으로

40파운드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으며, 가솔린 엔진이 이제 1마력당 약 4

파운드로 줄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엔진을 사용한다면 ‘500마력으로

20000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은

500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참석자들은 고정 날개와 충분한 추력만 이용한다면 비행할

수 있다는 양력의 원리에 매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동력을 중

요한 과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180) 이는 스미스소니언이 랭글

리 법칙을 랭글리의 대표적 업적으로 만든 이유가 되기도 했다.

라이트-스미스소니언 논쟁의 불씨가 된, 랭글리의 그레이트 에어로드

롬이 비행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찍이 이 뉴욕의 만찬 자리에서, 랭

글리 법칙에 매료된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모임의 핵심적

인 연설자였던 엘류 톰슨(Elihu Thomson, 1853-1937)은 이 모임이 랭글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reface.
180) 모임의 다른 참석자로는 산투스 두몽, 찰스 프랜시스 애덤스(Charles Francis 

Adams Jr., 1835-1915), Edwin Markham, Arthur Brisbane, Dr. Cyrus Adler, 
Lewis Nixon, Admiral Melville, General George H. Davis, President 
Humphreys, Murat Halstead, Prof. Boyesen, James J. Hill, Colonel Pope, 
and Lyman J. Gage 등이 있었다. John Brisben Walker “The Langley 
Aeroplane,” The New York Times (Jan. 24, 1904), p. 22. 랭글리 법칙 이외에 
랭글리가 언급한 스케이트 비유(3.3절 참조)도 미국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았
다. 얇은 얼음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스케이트가 지지받을 수 있다는 스케이트 
비유는 1900년대에 비행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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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이룬 비행 “문제의 실제적인 성취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문

을 열었고, 이후 랭글리 식의 필요 동력 계산에 따라 발사 장치에서 문

제만 없었다면 에어로드롬도 충분히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사실상 “이미 날았다”라고 이야기했

고, 이러한 톰슨의 의견에 다른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181) 물

론 이는 랭글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대화이기도 했다. 하지만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은 랭글리의 항공역학에 대하여 큰 신뢰를 보이고 있었고,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정말 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충분한 추력과 받음각만 있으면 양력이 발생

하는 비행기의 원리는 초기 항공학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여겨졌다.

동력 계산을 통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 충분히 날 수 있었다는 톰슨의

판단은 그후 10년이 지난 1914년, 에어로드롬을 다시 날리자고 주장한

미국의 파일럿 링컨 비치의 의견과도 공명한다. 비치는 충분한 동력이

있으면 “식탁도 날릴 수 있다”며, 에어로드롬도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어로드롬이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더라도

추력중량비의 요구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간 비행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

각했다. 즉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추력중량비가 맞으면 가능했으리라는 것이다. 물론 항공학자들이

추력중량비만을 고려하여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의 비행 가능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에어로드롬을 복원한 글렌 커티스는 에어로드롬을 처음

다시 꺼냈을 때 10년의 “세월이 놀랍게 느껴질 정도로 정교”하고, 엔진

도 근래에 만들어진 것처럼 뛰어났다고 회고했다.182) 랭글리와 관련 없

는 1920년대 NACA의 항공학자들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에어로

드롬이 비행 능력이 있었을 거라 판단했다.183) 하지만 그레이트 에어로

드롬은 안정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그리 뛰어난 비행기는 아니었으며,

그러한 판단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추력중량비였다.

181) John Brisben Walker, “The Langley Aeroplane.”
182) Seth Shulman, Unlocking the Sky: Glenn Hammond Curtiss and the Race 

to Invent the Airplane, Prologue.
183) C. G. Abbot, “The Relations Betwee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the 

Wright Brothers.”



- 96 -

비록 타당하지 않고 비행기 설계에도

도움 되지 않는 이론이었지만, 랭글리 법

칙은 그 자체로 비행기를 실현시키는 낙관

적인 힘이 있었다. 랭글리는 고속으로 달

리는 비행기가 매우 유용하면서도 유력한

운송 수단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새의 비행 원리

탐구에 머무르지 않고 평판이나 날개의 전

진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했다. 많은

항공학자들이 퍼덕임 날개의 가능성을 연

구하고 있었으나 랭글리는 새와 사람의 해

부학적인 차이에 따라 사람의 비행은 새의

비행과 다른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랭글리는 “날개치기가 미래의 비행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유력

해 보이는 수단은 스크루 프로펠러와 고정익 날개”를 사용하는 비행기라

고 주장했다.184) 새처럼 “몸과 연결되어 있는, 유연하고 조절 가능하며

본능적으로 통제 가능한 날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

다.185)

비행 이론 자체가 유력한 비행 수단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레일리는

랭글리처럼 전진 비행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력한 비행

기의 형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하였듯,

레일리 또한 마찰을 무시한다면 비행기가 운반할 수 있는 무게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고 계산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양력의 효과

를 랭글리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기에, 오니솝터 형태의 항공기

가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레일리가 비행기를

유력한 항공 운송수단으로 보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

184)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10.
185) S. P. Langley & C. M. Manly, 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 Parts 

Ⅰand Ⅱ, p. 7.

그림 4.3. 랭글리의 새와 사람 골
격 비교. 사람과 새는 골격에 차이
가 있으므로, 새와는 다른 비행 방
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 P. Langley, “The New 
Flying-Machine”, p.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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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무거운 물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속도는 위험성이 높으며, 안정성의 문제도 해결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186) 1903년 미국에서 비행기가 처음 개발된 이

후 5년 동안에도 유럽에서 실용화될만한 비행기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비행기의 유용성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한 견해 차이는 과

학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공중을 고속으로 달리는

기계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

다.

반면 랭글리는 비행기야말로 미래의 가장 유력한 운송 수단이라고 믿

고 있었다. 그는 기술이 개발되면 자신의 과학이 증명될 것이라 여기고,

랭글리 법칙의 함의를 믿고 비행기를 개발해 나갔다. 이는 랭글리가 이

전의 항공학자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1880년의 항공학자들은 바람

과 새의 날개의 역학적 작용이 밝혀져야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T. K. W. 라는 이니셜의 연구자는 “새의 비행하

는 힘에 내재한 원리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공중을 여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페노는 고무동력기

를 활발히 제작하고 안정성을 얻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였지만, 비행

가능성의 역학적 증명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론적으로 접근하였고,

당대 기술 수준의 엔진으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랭글리는 비행을 다루는 역학이 결국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발전할 것이

라는 관점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비행기 개발에 임했다. 결국 에어로드롬

을 성공시킨 것은 그의 과학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비행

기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었다.

랭글리는 미래의 교통과 군사 기술로서의 비행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하고 이끈 인물이기도 했다. 앞서 보았듯 랭글리는 1897년 ‘머리 위의 고

속도로’가 열릴 것이라 주장하며, 비행기라는 새로운 공중의 운송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교통 체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187) 또

186) Rayleigh, “Ⅴ.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Flight,” pp. 1-26.
187) 랭글리는 1870년대에 엘러게니에서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시간을 전송하며, 미국 

전 지역의 시간을 통일하여 교통에 체계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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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모순적이지만, 그는 세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전쟁의 엔진

(engine of war)으로서 비행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행기가 발명되고

실용화되기 전의 1900년대 항공학자들은 비행기가 미래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랭글리의 전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비행기의 양력 발생 원리에

매료된 사람들은 산투스두몽의 비행선보다 랭글리의 에어로드롬이 훨씬

안전하며, 미래의 유망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행

선은 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위험하지만, 비행기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마치 낙하산처럼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188) 또 비행기가 ‘세

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랭글리의 전망도 1900년의 항공학

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1903년에 랭글리를 옹호하던 스티븐슨이라는

기자는 “나라들을 무장 해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예언된 새

천년을 준비하기”라는 “20세기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랭

글리의 에어로드롬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89) 엘류 톰슨을 비롯하

여 항공학에 관심 가진 엔지니어들은 국가가 전쟁을 대비하여 비행기 개

발을 지원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는 포화되어

가는 지상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언급

되었다. 존 워커는 “공중의 고속도로는 가장 덜 막힌 공간”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1000피트”가 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충돌할 위험이 없다

고 하며, 비행기가 지상의 운송수단보다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190) 이

모든 주장들은 1904년 이전까지 등장한 것으로, 미국에서 비행기에 대한

열광이 유럽에서보다 훨씬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컨대 비행기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랭글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

Langley, “Uniform Railway Time,” American Exchange and Review 24 (Jan. 
1874), pp. 271-276. 

188) 1904년 모임에서 존 워커가 주장했고, 그 이전에 랭글리의 비행기에 관한 다른 
사람의 논평에서도 발견된다. 존 워커는 비행기가 낙하하다가도 날개를 움직이면 
다시 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ohn Brisben Walker, “The Langley 
Aeroplane”; “Coming Flying Machine Contest,” The New York Times (Feb. 
23, 1902), p. 29.

189) Stevenson, “The Langley Aerodrome,” The New York Times (Aug. 30, 
1903), p. 9.

190) John Brisben Walker, “The Langley Aero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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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타브 샤누트, 아우구스투스 헤링, 알베르 잠 등의 항공학자들과 그

레이엄 벨, 칼 바루스, 엘류 톰슨 등 공학자들 역시 공유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1903년 이전까지 랭글리가 비행기를 개발할 만한 유력

한 인물이라 여기고 도움을 주었다. 이때 랭글리 법칙과 전진 비행의 양

력 원리는 비행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이론으로서 비행기를 개발

하고자 하는 항공학자들에게 환영받았다. 또한 랭글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비행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비행기를 발명해야 한다는

비전을 일찍이 제시한 인물로서 추대되었다. 랭글리는 사망 후에 더욱

커져 가는 항공학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스미스소니언 작업장

은 항공학을 위한 과학적 조사의 장이 되었고, 항공기 시험장에도 그의

이름이 붙었으며, 랭글리의 이름을 딴 상은 항공학에 기여한 자에게 주

어졌다.191)

랭글리가 당시 항공학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여겨지고, 이후로도 유

일한 항공학 개척자로서 추대되는 데에는 그의 과학자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 랭글리는 과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지식을 만드는 과학자였으나, 기술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로 과학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식이 힘을 갖도록 했다. 이에 에어로드롬

이 성공하였을 때도 그는 모든 강조점을 그의 과학에 두었다. 이에

1890~1900년대 항공학자들은 랭글리가 항공학이라는 미개척 분야에 뛰

어들고 나서도 항공학을 ‘과학적 토대 위에’ 세운 과학자라 평가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과학적 성취에 더하여, 랭글리의 과학자로서의 ‘미덕’도 그

가 항공학의 개척자로서 세워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항공학 최초

의 개척자가 공유주의를 추구하는 ‘훌륭한’ 과학자였다는 사실은 1910년

대에 라이트형제의 특허로 인해 비행기 개발이 어려워진 항공학자들에게

재조명되었다. 1914년 글렌 커티스는 라이트형제의 특허가 비행기 조종

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가 보기에, 정작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No. 5, No. 6와 그레이트 에어로

드롬 이후에 만들어진 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 1호는 아무런 특허권의 제

191) Langley Laboratory, Langley Field, Langley Medal을 의미한다. 제1회 랭글리 
메달은 라이트형제에게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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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받지 않았는데, 라이트형제는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선취하여 항공

학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라이트형제의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맨리와 스미스소니언의 도움을 받아 랭글리의 에어로드롬을 작업장

에서 다시 꺼내어 복원하였고 라이트-스미스소니언 논쟁을 촉발시켰다.

랭글리는 그 과학자적 미덕에 있어서도, 비행기 개발에 우호적인 과

학적 이론을 주장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또 워싱턴에 작업장을 잘 갖추

고 일찍이 군부의 지원을 받아 항공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미

국 최초의 항공학 개척자로 여겨질 만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는 랭글리라는 과학자가 가진 지식, 즉 그의 ‘과학’이 갖는 권위가 있었

다. 랭글리의 과학은 그 타당성의 측면에서나 에어로드롬의 기술적 측면

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한 과학이었으나, 그것은 에어로드롬의 상징으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는 19-20세기 전환기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갖는 힘

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랭글리 항공학의 강점은 그 이

론적 내용이 아니라 비행기를 실현시키는 낙관적인 전망에 있었다. 랭글

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력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명제화함으로써 공학

자들이 비행기를 개발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랭글리 법칙으로 도출

되는 추력중량비의 계산 문제는 그 자체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랭글리의 에어로드롬 또한 이 원리를 철저히

이용하여 만들어졌기에 비행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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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엘러리 헤일과 함께 천체물리학 분야의 개척자로 언급되는 랭글리는 유

럽과 다른 “미국 과학”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표적

인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192) 물리학이 ‘과학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

던 19세기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물리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약했으므

로 고전역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랭

글리는 물리학을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은 채 베이컨주의 정신에 충실하

게 천문학에 임했고, 새로운 측정기구를 통해 천문학적, 물리학적 관측

결과를 만들어내며 물리학의 틈새를 공략했다. 그가 뉴턴주의 물리학 이

론을 독트린이라 비판한 것은 그의 연구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신감과 철

저한 경험주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랭글리의 과학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는 그의 항공학에서 나타나는 가

장 특징적인 요소로서, 그가 유체역학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학문으로

서 항공역학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막 태동한 항공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전의 유체역학 법칙들과 수식을 통해서는 탐구되기 어렵고, 오

직 실험을 통해서만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험주의적 방식은 영

국 항공학회에서도 주장하던 것이었으나, 랭글리의 항공역학은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전의 유체역학적 문제 정의에서

벗어나, 항공기라는 기술의 실제적 설계를 염두에 둔 실험들로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이전의 항공학과 달랐다. 랭글리가 『항공역학 실험들』에

서 주장한 항공학 원리인 랭글리 법칙은 비행기의 속도와 동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학자들에게는 ‘법칙(law)’이나

‘원리(principle)’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내용이었다. 비행

192) 1870년대 즈음 미국은 “미국 과학”이라는 것이 부재하다고 느꼈으나, 유럽의 과
학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미국적 방식으로 과학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에 미
국 과학자들은 유럽 과학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R. V. Bruce, 
The Launching of Modern American Science 1846-1876 (New York : Knopf : 
Distributed by Random Hous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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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실질적 기술에 대한 이해는 역학에 속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칙’

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랭글리는 그런 실질적이

고 경험적인 경향성이야말로 과학적 원리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퍼스나 제임스 등 동시대 미국의 과학철학자들처럼 랭글리의 실용주

의는 철저한 경험주의로서 견고한 토대를 갖고 있었다. 기술의 성공이

과학을 입증한다는 논리는 경험으로부터만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명

제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었다. 그의 실용주의는 기술에 관한 지식 또

한 경험적 지식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다. 랭글리의

『항공역학 실험들』과 『기계적 비행에 관한 랭글리 보고서(Langley

Memoir on Mechanical Flight)』(1911)의 많은 부분이 실험 기구나 비

행기의 구체적인 설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 쓰인 것도

그가 기술에 관한 지식에 독립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랭글리의 실용주의는 경험주의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이 인간 생활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공리주의적인 태

도와도 연관이 깊다. 랭글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 생활을 질서 있게 조

직하거나 대중에게 과학적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했다.

공리주의는 계몽주의의 지적 유산에 매료된 당대 뉴잉글랜드 지역의 엘

리트가 지닐 만한 정신이었으며, 과학의 민주주의 정신, 철저한 합리적

사고, 사리사욕 없는 이타적 정신 등 과학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미덕’

과 연관되어 있었다.193)

그러나 실용주의는 19세기 미국 과학의 철학적 방법론이었지, 실용적

인 기술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실용주의적인 학문으로 정의되던 ‘항공역

학’과는 달리, 에어로드롬 시리즈는 실용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에어

로드롬은 사람이 타고 날 수 있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 비행기로 제작되

기보다는, 향후에 그러한 비행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탐구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 도구로서 제작되었다. 랭글리는 에

어로드롬을 다루는 활동을 ‘에어로드롬학’이라 명명함으로써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에어로드롬을 강조하고, 에어로드롬의 실용화는 기업가들

193) S. Shapin, The Scientific Life: A Moral History of a Late Modern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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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몫으로 돌렸다. 이렇게 비행기를 제작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을 유지함으로써 그는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작업의 우수함을 더

내보일 수 있었다. 랭글리는 항공의 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영국 항공학자들과 차별을 두고자 했던 반면, 항공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과학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엔지니어들과 차별을 두

고자 했던 것이다.

랭글리가 에어로드롬 제작에 있어 실용주의적 태도를 유지한 것은 오

히려 에어로드롬 성공의 방해 요인이 되었다. 랭글리 법칙을 비롯한 랭

글리의 항공역학은 잘 설계된 실험들을 통해 입증되었기에 에어로드롬

제작에서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무게와 동력의

비율에 천착하여 날개가 너무 약하게 만들어지고,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한 추가 매달리는 등 비행에 불리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였다. 실용적

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험주의 인식론보다는 엔지니어링

경험과 감각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예컨대, 강하게 부는 바람을 이용

하기 위해 키티호크 해변을 선택한 라이트형제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맑

고 잔잔한 강물 위를 선택한 랭글리의 차이는 과학적 판단력이 아닌 공

학적 감각에 있었다.

항공학의 역사 속에서 본 랭글리의 항공학은 그동안 유럽의 항공학자

들이 다루어왔던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 증명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간처럼 무거운 물체가 빠른 전진을 통해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19세기 유체역학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 이에 1860년대 후반 영국과 프랑스 항공학회를 중심으로 비행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 이후에는 비행이

‘역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랭글리의 『실

험들』은 선회팔 실험을 통해 무거운 물체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종결짓는 동시에, 고정익 항공기를 인간을 위한 가장 유력한 항

공기 형태로서 주장하는 논문이었다. 그러한 증명의 핵심 내용인 랭글리

법칙은 규모 효과 때문에 비행기에 비례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속도 영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였으므로 항공학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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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발전으로 남지는 못했다. 하지만 랭글리 법칙은 고정익에 추

력을 주는 방식을 통해 아주 무거운 무게도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함으로써 미국 초기 항공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항공기 중 비행기가 유력

한 형태로 여겨지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이

론이었지만, 20세기 초 항공학자들은 무게와 동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랭

글리 법칙과 그 관계에 대한 계산에 익숙해져 있었다. 항공학자들은 랭

글리의 연구를 항공학을 ‘과학적 토대’ 위에 세웠다며 높이 평가하였는

데, 랭글리가 제공하는 과학적 토대가 그들이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지

속해나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랭글리가 주장한 이

고정익의 양력 원리는 항공기의 설계에 유용하지 않았지만, 비행기에 관

한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받음각과 충분한 추

력만 있으면 벽돌도 날릴 수 있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항공역학 연구자

들 사이에서 흥미롭게 이야기되고 있다.

랭글리는 미국에서 비행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이 가장 먼저 비행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전망, 그리고 철도와 도로 교통에 더

하여 공중의 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자는

전망을 가장 먼저 이끌었다. 레일리 역시 비행기가 무궁무진하게 무거운

무게를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지만 비행기의 안정성을 우려하

였다. 그러나 안정성은 비행기가 개발된 이후에야 더 연구될 수 있는 것

이었으며, 뛰어난 물리학자의 과학적 판단으로는 비행기의 성공을 예측

할 수 없었다. 랭글리의 항공역학과 에어로드롬학은 모두 과학적 방법론

에 강조를 두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항공학의 강점은 그러

한 방법론에 있지 않았다. 그의 항공학은 비행기라는 아직 개발되지 않

은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에 힘을 얻었다. 결국 비행기가 성공하

고 나서야 그것이 유용한 기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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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rodynamics and Aerodromics

of Samuel Langley

: Empirical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Mechanical Flight

JANG Shinhye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locates the aeronautics of Samuel P.

Langley(1834-1906)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flight

theories in the 19th century. It especially deals with Langley's

Experiments in Aerodynamics (1891) and "Internal Work of the

Wind" (1893) in relation of the theories of flight of Francis Wenham

and Alphonse Pénaud. Langley's aeronautics was carried out with a

purpose of proving the possibility of mechanical flight, overturning

the prevailing view of physics that an object as heavy as a human

cannot fly like a bird. 'Langley's Law' was itself a demostration of

the practicability of airplane, and the successful flights of the

Aerodrome No. 5 and No. 6 were thought of as the completion of his

demonstration. In the course of that, Langley was claiming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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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 of “aerodynamics” other than fliuid dynamics, which deals

with the yet unrealized technology of airplanes and should be built on

a thoroughly empirical foundation. His claim for “aerodynamics”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previous

European aviation pioneers.

Langley's 'Aerodromics,' which emphasized the scientific aspect of

aerodrome research, were however ineffective in designing the

Aerodromes, and ultimately led to the failure on December 8, 1903.

His emphasis on empiricism was not effective on dealing with real

engineering design problems. However, Langley's aerodynamics and

his aerodromes still had important meanings in the early American

aeronautical society. Langley's aeronautics should be valued not for

his scientific skills or proficiency, but for its optimistic power to

realize an undeveloped technology. Langley's science was perceived

as "scientific" proof of the practicability of airplanes among the early

American aviation pioneers, and his prospect of airplanes as both

future public vehicles and engines of war was shared by them. I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European opinion.

keywords : Samuel P. Langley, aeronautics, aerodynamics,

Langley Aerodrome, Langley’s Law, empir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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